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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 입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북한의 특구개발정책, 대상특구의 입지여건과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기업 입주
수요조사와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등 실시
 사례 특구별 비즈니스 모델 제시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지향형 단지로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남측이 지원하는 관리운영체계를 제안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주도)간 개발협력’
방식으로 ‘(가칭)은정스타트업오픈플랫폼단지’를 조성하고, 남한의 전문분야 컨설팅,
경험전수 등의 관리운영 지원형태의 협력방안을 제안
-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
개발사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측지원기구(조직)을 통한
관리운영 지원협력 체계를 제안
 북한특구 개발을 위해 남북한 법제도의 개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실질적 추진을 위한 파일럿 사업 협력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여건개선 시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 및
기존 법제도의 모호성 개선을 위한 남북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협력 필요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내외 유관기관간 전방위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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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개발구를 확대 설치하면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대북제재 여건 및 남북관계·북미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남북 및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북한의 개방과 대북제재 완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준비
는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북한과의 경협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외
자유입을 통한 성장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북한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련 연구는 주로 관련 법·제도적 분석 및 개발
계획 또는 입지분석 등 현황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나, 특구개발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
- 특구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은 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방식과 협력체계를 구체화
한 것으로 실제로 특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화 방안을 의미함
∙ 북한특구 개발의 사업화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북한 내 다수의 특구를 동
시에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남북 개발협력이 가능한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선제적으로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 특구를 개
발하는 데 있어 남북 공동번영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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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북한특구 개발의 사업화 방안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북한의 특구 개발정책, 그리고 대상특구의 입지여건과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실
제 북한특구의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와 직접 입주하여 사업하고자 하
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27개 북한 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나선특구(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를 사례지역으로 연구
- 이들 세 경제특구(개발구)는 기능별(유형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면서 기존 많
은 연구에서 남북간 개발협력이 유망한 특구로 자주 논의되어 왔던 특구들임
∙ (시간적 범위)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국가간 개발협
력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구체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를 가정)
그림 1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본 과제의 연구대상 특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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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해외사례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조직) 입장에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재화 또는 서
비스(가치)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비용구조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는 아이디어임
∙ Osterwalder와 Pigneur(2010)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는 사용
자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와 잠재력을 하나의 캔버스에 작성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4가지 핵심영역과 9개의 블록(요소)으로 구성
□ 특구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개의 블록(요소)이 특구개발 사업
에 모두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경제특구 자체가 한 국가의 특정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이가
있음
- 무엇보다 특구개발에 있어 어떤 특구를 어떤 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 중 하나인 ‘비
용과 수익’부분을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는
특구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특구개발에 필
요한 요소 위주로 응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개 요소, 즉 ‘특구의 가치제안’, ‘특구사용자(기업)’,
‘특구의 개발방식과 관리운영체계’를 가장 핵심적인 사업화 요소로 보고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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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비즈니스모델(9-블록)의 설명과 본 연구의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요소
4가지
9-블록
핵심영역 (구성요소)
What

가치제안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의 식별

채널

 기업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

Who

How

C&R

설명

고객관계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려

핵심활동

 가치제안을 만들고 비즈니스 진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 연구에서의 고려 요소
(특구개발 측면)
가치제안

 유치국 정부(북한)의 니즈를
반영하여 어떠한 특구개발
을 지향할 것인가

특구
사용자
(기업)

 어떤 기업이 특구에 입주할
것이며, 기업의 니즈에 어떻
게 부합하느냐

 특구개발자로서 특구의 개
발방식을 어떤 구조로 추진
특구
할 것인가
개발방식/
핵심파트너  외부 이해관계자들
 특구개발 후 관리운영방식
관리운영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
 고객이 가치 제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하느냐
수익
방식
핵심자원

 비즈니스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물적 및 인적 자원 등

비용

 사업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자료: 저자 작성.

□ 국가간 특구개발 주요 해외사례
∙ 국가간 특구개발의 주요 해외사례는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베트남 VSIP, 미얀
마 띨라와 경제특구 등이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는 유치국 정부(중국 쑤저우시)와 협력국 개발사 컨소시
엄간 개발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정부간 협력체제를 통한 유치국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이전이라는 특성을 가짐
- 베트남 VSIP(빈증 1단지)는 유치국 국영기업과 협력국 개발사 컨소시엄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장승인을 통한 패스트 트랙과 기술훈련센터 운영 등이 주요 특
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는 유치국 정부(기업)와 협력국 개발사 민관 컨소시엄
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협력국인 일본 JICA의 개발 및 관리에의 참여, 유치국의
관리위원회의 개발 참여 등이 특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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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국가간 특구개발 주요 해외 사례
구분

중국쑤저우 공업원구

베트남VSIP(빈증I단지)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시작년도

1994년

1996년

2015년(A구역기준)

· 국가간 개발협력(G2G)
(중국-싱가포르)

· 국가간 개발협력(G2G)
(베트남-싱가포르)

· 국가간 개발협력(G2G)
(미얀마-일본)

·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
원구 개발유한공사(JV)

· 베트남-싱가포르 VSIP
조인트벤처(JV)

· 미얀마-일본띨라와 개발사
(MJTD)

· (초기) 중국 컨소시엄 35%,
싱가포르 컨소시엄 65%
· (최근) 중국 52% 싱가포르
28%, 기타 투자자 20%

· 베트남 국영기업 49%,
싱가포르 컨소시엄 51%

· 미얀마 민관컨소시엄 51%,
일본 민관컨소시엄 49%

개발방식

· 유치국 정부(기업)와 협력
국개발사 컨소시엄(외국기업
포함)

· 유치국 국영기업과 협력국
개발사 컨소시엄

· 유치국 정부(기업)와 협력국
개발사(국영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관리운영
기구

· 쑤저우 공원원구관리위원회

· 개발사 VSIP JV의 개발 및
관리 운영 통합

· 띨라와 특구 관리위원회
(TSMC)

주요 특징

· 정부간 협력체제(3단계 협력
기구) 운영
· 싱가포르 경험 및 지식이전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관리위원회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 현장승인을 통한 패스트 트랙
· 베트남-싱가포르 기술훈련
센터 운영

· JICA가 개발주체로 뿐만
아니라 특구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유치국 해당특구 관리위원회
(정부)가 개발에 참여

협력방식

개발사
(지분구조)

자료: 이현주 외(2019), p. 13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북한의 특구지정 현황과 개발방향
□ 북한특구 지정현황
∙ 지역별로 북중접경지역권 11개, 동해안권 7개, 서해안권 9개로 분포
∙ 기능별(유형별)로 공업개발구 1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 6개, 수출가
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 관리행정기구에 따라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개발구로 구분
- 중앙급 특구 및 경제개발구는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가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급 개발구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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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특구 개발정책(북한 특구관련 법률 및 문헌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서 외국투자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자국의 기관과 기업소의 개발참여도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업컨소시엄을 통한 개발 또는 국가간 개발협력 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가능함
을 시사
- 관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
위원회의 지도와 지원 하에 해당 특구(개발구)의 관리 운영을 맡은 기관으로,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 작성,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경영 활동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해당특구의 발전전략과 국내외 정부 및 기관들
과의 업무연계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지도와 지원 역할을 맡고, 각 도(직할
시)인민위원회는 해당특구의 시행세칙 작성 및 노동력 제공 등 미시적 차원에
서의 지원업무를 담당
∙ 북한 학술연구에서는 주로 특구개발에 있어서 타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성,
자체 기업역량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발
방식도 정부-외국기업합작투자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북한 실정에 맞게 적용해
야 한다는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이 나타나고 있음
표 3 | 북한의 특구 개발관련 법조항 비교(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경제개발구법)
구분
지위

x

라선경제무역지대(2011)

경제개발구법(2013)

·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 ·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경제지대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 단계별 개발
· 투자유치 다각화
· 주변 생태환경보호
· 토지·자원 합리적 이용
· 생산서비스의 국제경쟁력
· 경제활동 편의, 공공이익
·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보장

개발원칙

· 주변 자연지리적 조건,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위 보장
· 토지·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
· 주변 생태환경보호
· 생산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개발방식

·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 외국 투자가는 승인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 건설, 관
개발 가능
리, 경영권 허가 방식
· 북한의 기관·기업소도 승인 후 개발 가능
· 개발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방식 등

구분
개발기업 승인

라선경제무역지대(2011)

경제개발구법(2013)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해 개발기업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승인
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 발급

토지임대차 계약

·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기간 최대 50년

·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토
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최대 50년

관리위원회 지위

· 관리위원회는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
리 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

·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
기관과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
및 지원 하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함

관리위원회
사업내용

·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
·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 기업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 공포
· 기업경영활동 협조 등

·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 기업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 기업의 경영활동 협조
·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등

· 경제무역지대 발전전략 작성
· 국내기관들과의 연계
· 외국정부들과의 협조
· 국내기업 선정
· 상품의 지대 밖 국내판매 협조 등

· 개발구 관련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 개발구 관련 외국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 관리기관의 사업 협조
· 기업창설심의기준 검토
· 개발구의 세무관리 등

중앙특수
경제지대
지도기관
관련기관
사업내용

· 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 시행세칙 작성
도(직할시)
· 로력보장
인민위원회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위임사업 등

· 관리기관의 조직
·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등 문건의 작성
및 시달
· 관리기관의 사업협조
· 경제개발구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등

자료: 「라선경제무역지대(2011)」 , 「경제개발구법(2013)」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북한특구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고려요인(대북제재 단계별 시나리오 검토)
∙ 대북제재는 현재 북한특구 개발에 있어 건설물자의 공급과 투자기업의 유입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요인임
∙ 특구개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단계별 시나리오 및 가능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대북제재완화 초기단계인 1단계에서는 기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사업
재개가 가능하고 북한내 경제개발구의 개발협력 또는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
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무협의 등 가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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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제금융 접근이 가능한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2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개발구 및 특구에 관한 남한, 중국 및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가능(본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특구의 개발은 이 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음)
- 전략물자 반출입이 가능한 대북제재 대폭 해제단계(3, 4단계)에서는 북한 내
본격적인 인프라 사업과 중화학공업, 도시개발 등에 대한 사업참여가 가능

표 4 | 대북제재완화·해제 단계별 시나리오별 북한특구 개발 가능사업(예시)
구분

단계
(4단계 접근법)

대북제재 완화
초기단계

1단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경협사업 재개
 남북합의 공동특구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실무협의 추진 가능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

2단계

 개성공단 사업 확장, 금강산관광사업 확대 등 기존 1단계 사업의 확대 가능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
협력 가능

3,4단계

 북한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각 종 기반시설에 관한 대규모 투자 가능
 특구와 특구간, 특구와 주요 배후지 또는 항만·공항간 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
라 연결사업 본격 추진
 특구내 생산 재화의 대미, 대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 가능
 특구 주변 지역의 주택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및 건설사업 추진 가능

대북제재
대폭 해제 단계

북한특구 개발관련 추진 가능사업(예시)

자료: 양문수(2020) 서면자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여건과 세부개발계획
□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여건과 개발계획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남포시 영남리 일부지역에 1.5㎢ 규모로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형 수출가공구로 건설할 계획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평양 외곽 은정구역에 2㎢ 규모의 R&D-생산-판
매 일체화 첨단기술개발구를 건설할 계획
∙ 나선특구는 라선시 470㎢ 일대에 4개 산업구(선봉백학공업구, 라진항국제물류
산업구, 선진농업기술시범구,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건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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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조사대상 경제개발구의 개발여건 및 개발계획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계획도

위치·면적  남포시 와우도구역(1.5㎢)
남포
 서해와 대동강을 끼고 있으며 남포항과 철도·
입지특성
(와우도
도로 등 교통조건 보유
수출가공구) 발전방향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유치업종
가공조립업(수출가공구)
경제
개발구

위치·면적  평양시 은정구역(2㎢)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기관, 중간시험공장, 과
입지특성
평양
학기술 대학 등 인프라 기반
(은정첨단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 분야 연
기술개발구) 발전방향
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
유치업종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R&D-생산-판매 일체화 첨단기술개발구 추구
위치·면적  라선시(470㎢)
입지특성

경제
특구

나선
(나선경제
무역지대)

 중국 길림성 훈춘, 러시아 하산과 인접, 항만
(라진항, 선봉항 등) 보유

 동북아 선진제조업 기지, 물류중심, 관광중심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업 육성
발전방향
 6대 산업(원자재, 장비, 첨단기술, 경공업, 서
유치업종
비스업, 현대고효율 농업)
 하나의 띠, 2개의 핵심구역, 4개의 산업집중
구, 8개의 산업단지 배치

자료: 북한자료(차명철, 2018), 임호열 외(2015) 및 관련 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

5. 기업입주 수요조사 및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
□ 기업입주 수요조사 개요 및 주요 내용
∙ 조사목적은 대상 특구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기업유형별(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사
∙ 조사기간: 2020.10.26.~11.1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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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입주기업 수요조사 조사내용
구분

항목

기업체 일반사항

 기업명,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 설립년도, 벤처인증 여부

입주의향 구분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
북한 경제특구 개발유형 및
관리운영 방식의 선호도

 북한 경제특구 중 입주의향이 있는 지역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입주하고자하는 동기
 필요한 혜택
 북한 경제특구 입주방식
 선호하는 개발유형
 적절한 관리운영 방식
 중요한 대북제재 완화·해제 항목

북한 경제특구 진출의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 제안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요청사항

∙ 북한특구 진출분야에 대해 지역별 차이가 명확히 확인됨
-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계획·설계디자
인’, ‘SW 상품’ 등 분야로의 진출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 남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무역’과 ‘북한의 1차원료’ 등 분야에서, 나선은 ‘소
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기업유형별 진출희망 분야에서도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분야가
대체로 다르게 확인되었음
∙ 입주동기와 관련해서는 세 지역 모두에 대해 ‘낮은 임금’과 ‘양질의 노동력’ 요
소를 공통적으로 중요한 진출동기로 꼽았음
□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 개요 및 주요 내용
∙ 조사목적은 남북협력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의 개발방식에 관
한 국내 주요 개발사업 담당자의 전문 의견을 취합하여 연구에 반영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은 특구개발에 경험을 보유한 국내 메이저 건설사의 남북경협관련 업
무경력 7년 이상 부장(차장)급 5인 대상
∙ 조사기간: 2020.8(1차), 2020.10(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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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 조사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북한특구의 개발사업에 진출 의향

북한특구 개발 동기 및
유망한 개발유형

 북한특구 개발(진출)동기
 북한특구 개발이 가능해 질 때 유망한 개발방식과 이유, 갖춰져야 하는 조건
 SPC 구성 시 건설투자(CI), 재무적 투자(FI) 비중과 기대효과

유망특구별 개발유형과 운영관리
구조의 선호도

 조사대상 특구별 개발유형과 선택이유
 조사대상 특구별 적합한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 유형과 선택이유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고려 특구와 이유
 애로사항(리스크 요인) 선택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업입장에서 정부당국 요청사항에 대한 자유기술

∙ 특구별 개발유형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음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과 ‘북한정부
(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이, 평양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
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이, 나선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
업,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이 각각 적합한 개발방식으로 조사대상자
다수가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특구에 대해 개발 후 관리운
영은 북한정부가 주도하고 남측이 체계적인 경험전수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구조인 ‘개발과 관리운영의 이원화(하이브리드형)’이 적합하다고 답했음
∙ 세 개 특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특구를
묻는 질문에는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순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경우는 IT고급인력과 노동력을 갖추
고 있어 가장 높은 성장가능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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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기대효과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 (특구가치) 북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
방식이 적용된 수출지향형 특구 개발
∙ (특구사용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무역 업종, 1차 원료 생산 등 분야
기업의 진출의사가 확인됨
- 기업 입주 수요조사에서 우리기업들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분야로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특구에 비해 ‘무
역’과 ‘1차 원료 생산’ 분야의 진출의향이 높게 나타나,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
는 수출가공구라는 특구유형과 기능에 부합
- 입주동기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양질의 노동력’을 꼽고 있어 남포 인근
대도시 평양과 주변 지역에서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발방식)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간 공동개발 방식이 적합
- 개발사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형’과 ‘북한정
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형’이 높게 나타났으나, 앞서 북한
의 정책방향에서 북한이 자국기업의 참여를 통한 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의 공동개발이 적합(남한개발사는 공
기업 외에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의 지분참여 방식의 구성이 가능)
∙ (관리운영체계) 공동개발 후 관리운영은 북한 현지기관(와우도관리위원회)이
주도하되 남측이 체계적인 경험전수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 북한에게는 특구 관리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남한에게
는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으로 북한과 신뢰 및 협력관계를 이어나가
면서 연관 분야로의 참여기회 확보에 유리
∙ (기대효과) 북한로컬 및 대중국 수출가공형 업종의 신시장 개척, 남포를 중심
으로 북한내 생산시설의 가동 및 대중국 수출가공을 통한 소득창출, 장기적으
로 남포 도시개발 사업 등 타 분야로의 사업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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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분
가치
제안

비즈
니스
모델

내용

개발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념도(예시)

· 선진적 개발 및 운영방식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구
· 중고위 기술수준 이상 업종배치
· 타 지역과의 생산소비연계 추구

특구사용자 ·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기업)
· 북한의 1차원료 생산, 무역 등

개발방식/
관리운영
체계

·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간 JV 공동개발
· 공동개발 후 관리운영은 북한의
관리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북한
이 주도하되, 남측은 체계적인 경
험전수 등 지원 역할

자료: 저자 작성.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 (특구가치)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지원, 스타트업 캠
퍼스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 구축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중앙급 개발구로서 ‘국가과학원’ 관할 하에 개발
사(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를 통한 개발이 이미 진행중임
- 북한이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 기업창설자들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창
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과 같은 특화단지 조성이 적합함(가칭,은정스타트업오픈플랫폼단지)
∙ (특구사용자)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분야, 계획·설계·디자인, SW 제품 개
발 등 분야 기업의 진출의사가 확인됨
- 기업 입주 수요조사에서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
야’의 진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분야와
‘계획설계·디자인’, ‘SW제품 개발’ 등 분야로의 진출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의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은
정첨단기술개발구가 가진 기술 및 고급인적 역량의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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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식)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주도)간 개발협력 방식이 적
합. 구체적으로 북한개발사(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으로
조인트벤처를 통해 개발하는 방식
- 북한이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북한개발사와 협력하
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며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줌
∙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영은 북한의 국가과학원 산하 현지관리기관(은정관리위
원회)이 담당하되, 남측과 공동개발하는 스타트업오픈플랫폼단지에서는 우리
나라 전문가 그룹이 상주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경험과 노하우 전수,
관리운영 방안 등을 지원해주는 협력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북한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북한의 고급인재를 활용한 R&D 분야 남북기술협력 토대 구
축,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스타트업오픈플랫폼 시범협력사업을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의 사업확대 추진 가능
표 9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분
가치
제안

내용
·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지원
· 스타트업 캠퍼스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오픈플랫폼단지 조성

특구사용자 ·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
· 계획·설계·디자인, SW제품 등
·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간 개
발협력(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의 공동개발)

비즈
니스
모델
개발방식/
관리운영
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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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는 북한의 관리위원회(국가과
학원 산하) 주도
· 남측과 공동개발하는 스타트업 오
픈 플랫폼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
그룹이 상주하여 경험과 노하우,
관리운영 방안을 지원해 주는 협
력모델 검토

개발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념도(예시)

□ 나선특구(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비즈니스 모델
∙ (특구가치) ‘라진항 국제물류산업구’를 중심으로 국제수송노선 개발에 따른 동
아시아 초국경 물류거점형 특구개발
- 북한이 나선경제특구에 개발하고자 하는 4대 산업구 중 라진항 국제물류산업
구 개발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특구사용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소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분야 업종 등 기업의 진출 수요가 확인됨
- 기업 입주 수요조사에서 나선지역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업종의 진출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두 특구에 비해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등
의 분야에서 진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나선이 가진 항만, 철도 등 물류수송 인프라 여건과 더불어 3국 접경 문화관광
협력을 활용한 기업진출 수요가 확인됨
∙ (개발방식)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
소시엄 개발방식이 적합
- 개발사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이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
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기업참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과의 컨소시
엄을 통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북한이 주로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간 협력사업을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에 있어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양자협력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
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남한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라진항 개발사업
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중요
∙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영은 북한의 현지관리위원회(조중공동관리위원회)가 담
당, 남측은 남측지원기구(조직)를 통한 특구 내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특구 관
리운영체계 등 지원 역할
∙ (기대효과) 북한 라진항 개발연계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통한 북한의 개발니
즈 충족 및 해당지역 개발 기여, 나진항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물류거점 확보, 관광·호텔업과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
권 확보를 통한 사업확장 가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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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라선자유무역지대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분
가치
제안

비즈
니스
모델

특구사용자
(기업)

개발방식/
관리운영
체계

내용

개발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념도(예시)

· 라진항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초국경 물류거점형
특구
· 라진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국제
물류산업구 개발 프로젝트
·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소재부품
생산
·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분야 등
·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
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
시엄 통한 공동개발 방식
· 관리운영은 북한의 관리위원회(조
중공동관리위원회)가 담당
· 남측은 남측지원기구를 통한 특구
내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특구 관
리운영체계 지원제공

자료: 저자 작성.

7. 북한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 투자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법제도 개선
∙ 남북경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상사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필요
∙ 3국 중재인 참여를 통한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남북경협·교역보험의 보장한도 확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 및 북한의
월드뱅크 가입 지원을 통한 국제투자보증기구 정치리스크 보험 등 다양한 안정
성 보장장치 마련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 외국기업, 국제금융 참여 확대
∙ 전략적 투자자(SI)로서 해외개발 및 인프라 전문지원 기관의 참여와 지원 필요
∙ 국제 특구개발경험을 보유한 싱가포르 샘콥(Sembcorp), 베트남 베카맥스
(Becamex) 등 국제적인 개발사의 참여를 통한 컨소시엄 구성으로 투자리스크

xx

경감방안 모색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 참여를 통한
불확실성에 관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남북정상간 ‘남북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 채택 및
파일럿 사업 추진
∙ 북한 특구개발을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 강조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
의 접근을 통한 협력 모멘텀 마련 필요
∙ 유망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의 제안 및 협의를 통해 북한과 파일럿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조건부 완화 등을 이끌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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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향후 여건 개선 시 북한특구 개발에 대한 남북협력의 추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연구대상 특구와 연구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개발구를 확대 설치하면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경제개발의 자금 확보 차원에서 나진선봉 자
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
해 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에 22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를 북한 전역에 지정할
정도로 경제개발구를 통한 거점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홍보해 오고 있다. 최근 2019년 7월 중국연변대학교 주최로 개최된 ‘조선반도
포럼’에서 북한 대외경제성 인사가 북한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를 통해 각 개발구에 대
한 대략적인 개발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행사는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상당수의
남측 전문가들이 참가한 해당 포럼에서 북측 관료가 경제개발구의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정도
로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북한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여건은 경제특구 및 개발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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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자체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외적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19년 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한 교착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까
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2020년 올해
초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소강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협력방안으로 개
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
나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지구 남북연락사무소 건물폭파와 남측공무원 피격사건, 그
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하여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남북 및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
른 북한의 개방과 대북제재 완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준비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루어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앞으로 북미관
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북 상황관리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20.11.8.)1) 통
일부 장관도 최근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상황진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마련될 수
도 있음을 시사하였다(연합뉴스, 2020.11.23.)2)
북한과의 경협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외자유
입을 통한 성장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
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남북
간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에서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한 합
의를 이룬 바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개발과 같은 개발협력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특구 및 경제개발구는 그 자체로 남북경협의 소재가 될
수 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092400504(검색일: 2020.11.20.)
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074851504?input=1195m
(검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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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격적인 남북 개발협력이 가능해 지는 시점을 가정하여 북한 경제특구(경제
개발구)에 대한 남북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
하다. 그동안 북한 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련 연구는 주로 관련 법·제도적 분석 및 개발
계획, 또는 입지분석 등 현황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나, 특구개발에 관한 남북
개발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향후 북한 특구
개발에 관한 남북협력은 더 이상 과거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생산요소간의 분업모델의 재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단순히 토지만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자체 기업의 개발역량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남한
도 더 이상 일방적인 국고 투입을 통한 개발이 사회경제적으로 묵인되는 유효한 협력방
식이 아님을 개성공단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경제적 효율성
을 기반으로 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구 개발은 철저한 사업적 고려, 즉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 입
장에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가치)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
고, 어떤 비용구조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는 아이디어이다. 특구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방식과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실제로
특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화 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특구 개발의 사업화 방안은 기업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이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남북경협이라는 사업특성상 “남북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에
서 남북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상호호혜의 원칙은 북한의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남북경협이 단순히 북한지원이 아닌 남측기업에
개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북 당국간의 협력에서
줄곧 기저를 담당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과 동시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정과제의 기본 원칙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개발은 지역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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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특화된 형태의 특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문제
로 특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 활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북한특구 개발의 사업화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내 다수의 특구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남북 개발협력이 가능한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선제적으로 수행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북핵을 둘러싼 협상진전과 그에 따른 대북 제재여건이 변화하게 되
면 북한 전역에 대한 개발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협력가능한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정한 27개 경제특
구·경제개발구 중 몇 개의 사례특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
하고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래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국면에 대비해 북한 특구를 개발하는 데 있
어 남북 공동번영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특구 개발의 사업화 방안인 비즈니
스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북한의 개발방향과 정책수요, 그리고 대상특구의 입지여건과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실제 북한특구의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와 직접 입주하
여 사업하고자 하는 입주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특구 개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념 적용 및 국가간 특구 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해외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특구 지정현황과 북한의 법 규정과 문헌자료 검토를 통한
북한정부의 개발방향을 파악하고 북한특구 개발의 주요 제약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여건 및 세부 개발계획 분석으로 구체적인 대상특구

6

에 대한 입지(지리적 위치, 인구), 인프라 현황, 산업여건 및 세부 개발계획을 검토하
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특구 개발의 현실적인 사업화 방안 도출을 위해 대상특구
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특구의 실제 개발에 참여하
여 북한과 협력하는 주체인 국내 개발사와 개발된 특구에 실제 입주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을 담당하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상기
분석들을 토대로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 및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구의 가치, 특구의 고객
인 북한정부와 사용자의 니즈, 특구 개발방식과 운영관리방식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간 협력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유망특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남북이 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남북 정책입안자의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정책자료 및 문헌조사는 북한관련 자료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신 자료(최근
10년 이내)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국가간 개발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가
정하며, 구체적인 상황조건은 본 연구의 제3장 ‘북한특구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고려요
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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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북한 전역의 27개 특구(경제개발구) 중에서 유형별(기능별)로 남포 와우도 수출가
공구,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나선특구(나선경제무역지대)를 대상으로 각 특구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양한 개발구를 지정해 오면서 기능별(유형별)로
차별화된 특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특구 정책과 차이를 보이
는 점으로, 북한이 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현지 개발여건과 지역별 특화산업 여건
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기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구의
유형은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및 첨단기술개발구 등 다양
하나,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기반 산업협력 위주의 특구유형인 수출가공
구, 첨단기술개발구 및 공업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성공사례이자 남북관계 개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이를 금강산특구와 더불어 별도의
남북공동협력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한반도 신경제구
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연
구에서 개성-해주-강령 지역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고 북한 내륙지역 내 특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출가공구 중에서도 남포 와우도는 북한의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에 인접해 있
으며 다른 개발구와 달리 북한이 선진적인 개발방식을 줄곧 강조해 오고 있는 개발구이
므로 본 연구에서 남북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와 관련하여 남포 소재 진도 개발구도 있으나 평양과 남포를 잇는 고속도로인 청년영웅
도로 고속도로가 진도보다 와우도가 더 가까이 입지해 있으며 와우도에 분포해 있는
살림집도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김미숙,
2020, 국토연구원 자문회의).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기술 발
전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양 소재의 북한 유일의 첨단기술개발
구라는 점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특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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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담화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 높이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 세워야 한다”에서
지식경제강국의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새 세기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북한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을 중시하면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을출, 2019b, p. 3)
나선특구는 공업개발구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실상 공업, 물류, 관광 등 다양한 기
능이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북중러 접경지역이라는 우수
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본 연구의 사례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 라선특구는 북한의 최초 경제특구로서 중국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협
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협력의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림 1-1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본 과제의 연구대상 특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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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및 현황자료 분석
￮ 북한특구(개발구)에 대한 정책자료, 북한 학술논문 및 보고서, 언론자료 등 검토
￮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자료
￮ 경제특구(SEZ) 관련 WB, ADB 등 국제기구 보고서 등

(2) 전문가 원고의뢰 및 자문회의
￮ 전문가 원고의뢰
- 경제특구 사례 대상지(남포, 평양, 라선)의 산업분포 여건(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 나선특구에 대한 북측의 최신 개발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본 북한의 개발전략(하
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조성찬 원장)

￮ 전문가 자문회의
- 특구개발 전문가: LH 해외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LHI 북한특구 전문가
- 개성공단 지원재단 관계자
- 북한특구 전문가 자문회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북한전문가(교수), LH 남북
경협센터 관계자
- 대북제재 여건 시나리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 등

(3) 기업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 공기업 및 민간 개발사 5개 기업 대상 2회 실시
-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2020.1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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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틀
1) 연구 틀
연구흐름
연구의
개요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해외사례

북한특구
개발정책과
개발협력
고려요인

세부내용

연구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연구의 기대효과

북한 및 국내
문헌검토

․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요소 검토
․ 국가간 개발협력의 주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북한특구
지정현황

북한특구
개발정책

국내외
문헌검토

북한특구 개발협력
고려요인
ㄴ

북한 27개 특구
지정현황

개발원칙, 개발방식

대북제재, 북한투자
리스크, 남측 법제도적
모호성

사례 대상특구1
(남포 와우도)

사례 대상특구2
(평양 은정)

사례 대상특구 3
(나선경제특구)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여건 및
세부 개발계획
․ 개발여건 : 지리경제적, 교통인프라, 산업여건 등
․ 개발계획, 투자조건 등 세부계획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수요조사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입주기업 수요조사

+

협력방안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종합

법·제도 개선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원고
자문회의

기업 설문조사
개발전문가FGI
전문가 자문회의

개발기업 심층면접 조사

비즈니스 모델

북한 및 국내
문헌검토

설문조사
자문회의

↓

SI투자자,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의 참여 확대

특구별 비즈니스 모델 도출

“남북 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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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위한 논의의 흐름

자료: 저자 작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련 입지분석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는 김민관(2018), 최천운
외(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연구별로 평가방법과 기준, 가중치 부여 대상과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김민관(2018) 연구는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
치 도출 및 데이터 표준점수화를 통해 북한 각 특구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는데 그 결과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 4개 경제특구가 1~4위의 순위를 차지했으며 경제개발
구의 경우 청진, 현동, 흥남 등이 5~7위를 차지했다. 반면, 황금평·위화도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최천운 외(2018)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H자 구간 내
및 구간 외 특구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H구간의 중앙급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비롯해 지방급 경제개발구인 압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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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 진도수출가공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남공업개발
구, 청남공업개발구 등은 비교적 낮은 입지선정지수를 보였다. 또한 H자 구상 범위에
서 벗어나는 지방급 경제특구 중에서 북중접경지역인 만포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
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등은 입지
선정지수가 높게 평가되어 해당연구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구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타 관련된 연구로, 이현주 외(2018)는 북한특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벨트별 전략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 요인을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3대 권역별로 산업의 부합성을 평가했는데 동해안 경제벨트는
교통물류인프라>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산업> 관광산업 순, 서해안 경제벨트는 교통물
류인프라> 중고위 제조업 부문>저위 제조업부문 순으로 평가되었다.

표 1-1 | 북한 특구 입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특구 평가항목
연구
김민관
(2018)

대분류
시장성
교통인프라
산업
생산요소

평가항목
 면적, 인구, 국경과의 거리, 개발금액
 도로등급, 선로용량, 항만용량, 공항과의 거리
 중앙급 기업소 개수, 지방급 기업소 개수, 전설비용량, 핵심관광자원
 노동력(인구수)
 사회기반시설(전력발전소와의 거리)

최천운 외
(2018)

산업인프라

 고속도로(고속도로와의 거리)
 철도(철도와의 거리)

투자인센티브
산업연계성

 북중국경과의 거리(접근성)
 DMZ와의 거리(접근성)
 주변도로(접근성)

자료: 저자 정리.

□ 남북공동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건설 방향 또는 구상에 관한 연구
남북정상회담 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합의를 근거로 남북간 경제공동특구
의 조성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이현주 외(2019)가 있는데 이 연구는 개성-해주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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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입지여건과 기업수요 조사 및 해외 G2G 경제특구 사례 분석 등의 연구방법
을 통해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조성에 관한 협력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정훈 외(2019, 경기연구원)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
상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메가리전 육성 비전,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육성, 남북한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주민생활 기여라는 세 가지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연구
이 밖에 최근 수행된 북한경제특구에 대한 연구로 Andray Abrahamian(2015), 김
영희(2019), 임호열 외(2015), KDB산업은행(2015)의 다양한 보고서 등이 있다. 우
선,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에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
의 Andray Abrahamian 대표가 기고한 보고서(2015)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 경제개발구 중 원산,
나선, 은정, 신의주 등 4곳을 중단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았다.
KDB 산업은행(2015)은 우리기업의 진출여건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인구수, 원자재·생산품의 유출입이 편리한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 황금평·위화도, 압록강, 청진 경제개발구,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등을
진출 유망지역으로 꼽았다. 박용석(2014)은 북한경제동향과 경제특구의 개발동향을
파악을 통해 우리 건설사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임호열 외(2015)는 북한
의 경제개발구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나선특구, 금강산특구, 와우도 수출가공
구, 청진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희(2019)
는 공간정보를 통해 나선시 개발 실태를 인프라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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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지는 차별성은 첫째, 북한특구를 입지적 요인과 정책분석
위주로 다뤄왔던 기존 연구와 달리 북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
을 제안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분석도구를 특구개발
이라는 소재에 맞게 응용하여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은 본 연구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유치국인 북한의 특구개발의 방향
과 정책수요를 북한의 법규정과 학술논문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개
발의향과 입주의향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특구 개발을 위한 각 주체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차별적 특성을 가진다. 특구개발의 사업화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국인 우리 기업의 개발 및 진출의사를 현장에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결론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수요 조사 외에 국가간 특구개발의 주요 해외사례를 본 연구에
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사례 대상
지역 특구의 개발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
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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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
향 및 시사점(박용석, 2014, 한
국건설산업연구원)
∙ 국내외 문헌고찰
∙ 연구목적: 북한의 경제상황과 각
∙ 통계분석
종 경제, 관광특구 및 인프라 개
발동향을 파악하여 건설사업 진
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북한경제 및 정책의 동향
∙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향
∙ 시사점

2

∙ 과제명: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
발구의 계량적 입지분석(김민관,
2018, KDB)
∙ 국내외 문헌고찰
∙ 연구목적: 특구 입지조건을 계량 ∙ 인터뷰 및 AHP 분석
화할 수 있는 분석기준을 선정하 ∙ 통계분석
고 각 기준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 우선순위 평가

∙ 단계별 분석방법 서술
∙ 입지평가 기준별 가중치
∙ 특구별 입지평가 표준점수 및 순위
∙ 입지분석 결과 검토

3

∙ 과제명: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
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
구(이현주 외, 2018, 국토연구원)
∙ 연구목적: 3대 경제벨트별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해 국토차원의 벨
트별 남북경협 추진전략을 도출
하고 각 벨트별 전략과제를 제시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개요 및 남북
관계의 변화
∙ 국내외 문헌 및 정부정책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검토
현황 분석
∙ 통계 및 AHP 분석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 지자체 연구기관 자문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제시
∙ 전문가 원고의뢰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전략과제 도출

4

∙ 과제명: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
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
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
를 중심으로(이현주 외, 2019,
국토연구원)
∙ 연구목적: 남북공동특구 조성 가
능지 중 한 곳인 개성-해주 일대
에 대한 입지여건을 분석하고 공
동특구 조성방안을 제시

∙ 국내외 문헌고찰
∙ 개성해주 입지분석
∙ 국내외 사례연구
∙ 기업설문조사

∙ 남북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여건 분석
∙ 국가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및 정책제언

∙ 국내외 문헌조사
∙ 기업설문조사
∙ 개발사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원고의뢰
∙ 자문회의

∙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해외사례 검토
∙ 북한특구 개발정책과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고려요인
∙ 사례특구별 개발여건 및 세부 개발
계획
∙ 개발기업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
및 협력방안

주요
선행
연구

본 연구

∙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국면에
대비해 북한특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남북 공동번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비즈니스 모델
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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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5.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첫째, 본 연구는 북한특구에 대한 남북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한반도 신경제구
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성장 동력의 확보와 북방지역으로
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북한개발이 가능한 시기에 대비하여 특구개발에 있어 추진 가능한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정책입안자의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특구 개발에 대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북한특구 개발 실현가능성 제고 및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의 구축에 기여
할 수 있다. 북한의 특구 개발은 북한의 인건비, 입주비,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진출을
희망하는 남측기업들의 투자의향과 남측의 특구 개발사의 개발수요를 포함해 특구개발
을 통해 지역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니즈와 서로 부합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설문조사(2018)에 의하면 많은 한국의 기업이 북한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북한특구로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 남한이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개발협력 사업 경험과
능력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특구 개발로 이어질 경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북한도 경제개발구법에서 북한의 기관과 기업소가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체 개발역량을 함양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특구 개발은 특구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특구와 주변지역 항만과 배후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 소요가 필요하다. 사회간
접자본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높아 민간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역량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외국기업 투자에 의존하는
3) https://www.yna.co.kr/view/MYH20181112013800038(검색일: 2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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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식은 그만큼 특구 개발기간과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북한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남측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 및 다자
개발은행 등의 자금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특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특구 개발을 위한 남북간
개발협력은 개발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남북경협의 소재
이자 협력모델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체제안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남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간 정치, 군사, 경제적 신
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남북경협을 매개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특구 개발협력은 수많은 경협 유형 중의 하나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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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해외사례

본 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룰 ‘특구개발’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구체화된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간 특구개발의 주요 해외사례인
중국 쑤저우공업원구, 베트남-싱가포르 VSIP 및 미얀마-일본 띨라와 경제특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구성요소
1)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개념은 기업(조직) 입장에서 어떤 고객을 대상
으로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가치)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비용구조로 사
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는 아이디어이다. 즉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서 고객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주는 것이 비즈
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분석방법)는
‘Four-Box 모델’, ‘STOF 모델’ 등 다양하나, 2010년 오스터왈더(Osterwalder)와
피그누어(Pigneur)에 의해 고안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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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C)’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조용호, 2013).
Osterwalder와 Pigneur(2010)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는 사용자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와 잠재
력을 하나의 캔버스에 작성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A. Joyce, R.I,,
Paquin, 2016, p. 3)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4가지 핵심영역과 그것을 구성하는 9개의 블록(구성요소)
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 참조). 4가지 핵심영역은 제품의 개념을 설명하는 “무엇
을(What)”, 타겟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누구에게(Who)”, 제품의 필요자원, 판매 전
략 등을 포함하는 “어떻게(How)”, 그리고 예상비용을 산정하고 수익을 측정하는 “얼
마나(Cost&Revenue)”로 구성되어 있다.1) 한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블록(9개
요소)은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s), 핵심파트너(Key partnership), 핵심자원
(Key Resources), 핵심활동(key Activities), 비용(Cost Structure), 고객 세분화
(Customer Segments), 채널(Channels),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 수익구
조(Revenue Streams) 등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요소의 의미는
<표 2-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2-1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요소
4가지 영역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9가지 요소(9-블록)

WHO?
(누구에게)

COST & REVENUE (비용과 수익)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핵심
자원

가치
제안

비용구조

자료: https://startupbrothers.tistory.com/33(검색일: 2020.4.20.)바탕으로 저자 작성.

1) https://startupbrothers.tistory.com/33(검색일: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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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계

채널

수익구조

고객
세분화

표 2-1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블록(9개 구성요소) 의미
요소

의미

고객세분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누가 고객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

가치제안
채널
고객관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임
 고객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제안을 전달하는 역할로 유통, 영업, 홍보 등을 의미
 신규고객의 확보와 기존 고객유치 등 관계전략을 의미

수익구조

 비즈니스가 가치제안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의미

핵심자원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동시에 매출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을 의미

핵심활동

 비즈니스가 가치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고유의 전략적 활동으로 경쟁사와의 파트너
쉽, 조인트 벤처, 전략적 제휴 등을 의미

핵심파트너
비용구조

 비즈니스 모델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협력대상을 의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임

자료: https://startupbrothers.tistory.com/33;
https://eship.ox.ac.uk/business-model-canvas-explained/(검색일: 2020.4.20.)

2)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구성요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신생기업들의 사업모델을 찾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잘 알려진 GM, P&G,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들도 캔버스를 사용
하여 전략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캔버스를 활용하고 있다.2)
특구개발에 있어서도 개발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구라는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여 유치국 정부와 사용
자(특구진출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것인지, 협력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개발의 실효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개의 요소가 특구개발 사업에
모두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 수준이

2) https://hbr.org/2013/05/a-better-way-to-think-about-yo(검색일: 2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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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가이면서 국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특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개발사로
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특구3)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한 국가의 특정 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가 정부의 정책수요와 함께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구개발에 있어 어떤 특구를 어떤 면적으로 어떻
게 개발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요
소 중 하나인 ‘비용과 수익’ 부분을 구체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일반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익을 논하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는 특
구개발에 필요한 요소 위주로 응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4가지 핵심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을
(What)’에 해당하는 것은 북한의 특구이고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특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용자(기업)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방식(How)으로 전달
할 것인지는 해당 특구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비용과 수익부분은 특구의 개발방식과 밀접히 연계되어있는 데다
가 구체적인 특구의 개발면적과 유형, 개발 후 분양방식 등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용과 수익부분을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개발방식에 포함하여 특구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입장에
서 고객이 될 수 있는 유치국 정부인 북한정부는 한편으로는 협력대상자이자 해당특구
의 가치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주체자이므로 여기에서는 특구 가치제안 부분에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발사 입장에서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크게 3개 요소, 즉

3) 경제개발구의 개념은 경제개발구법상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 경제지
대”로 정의됨. 경제특구(SEZ)의 개념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OECD(2017) 자료에서는
경제특구(SEZ)의 개념에 대해 “투자조건, 무역, 관세 및 세금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칙들이 타 지역과 다르게
적용되는 지리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음(OECD, 201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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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의 가치제안’, ‘특구 고객(입주기업)’, ‘특구 개발방식과 관리운영방식’ 등을 중
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특구에서 개발가능한 구체적인
특구유형(산업단지 등), 개발을 위한 기업협력 방식과 상대국가 관리기관과의 협력체
계 등이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정부의 특구개발에 대한 방향과 의도와 국내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사 입장에서 개발 가능한 특구의 형태와 효율적인 개발협력
체제 및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집중하여 살펴볼 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 요소는 이하 <표 2-2>와 같다. 특구개발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유치국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 가치제안, 특구사용자인 기업 수요, 특구의 개발방식과 관리운
영체계를 가장 핵심적인 사업화 요소로 보고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2 | 비즈니스모델(9-블록)의 설명과 본 연구의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요소
4가지
9-블록
핵심영역 (구성요소)
What

가치제안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의 식별

채널

 기업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

Who

How

본 연구에서의 고려 요소
(특구개발 측면)

설명

고객관계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려

핵심활동

 가치제안을 만들고 비즈니스 진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핵심자원

 비즈니스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물적 및 인적 자원 등

핵심
파트너
C&R

수익
비용

가치제안

 유치국 정부(북한)의 니즈를
반영하여 어떠한 특구개발
을 지향할 것인가

특구
사용자
(기업)

 어떤 기업이 특구에 입주할
것이며, 기업의 니즈에 어떻
게 부합하느냐

 특구개발자로서 특구의 개
발 방식을 어떤 구조로 추진
특구
할 것인가
개발방식/
 특구개발 후 관리운영방식
 외부 이해관계자들
관리운영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
 고객이 가치 제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하느냐
방식
 사업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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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간 개발협력의 주요 해외사례
1)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쑤저우(苏州) 공업원구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최초의 협력사업으로 1994년 2월
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26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중국의 개혁과 개
방의 창구이자, 중국이 중국방식의 개혁을 시도했던 최초의 실험지대로서 현재까지 국
제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중국 내에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쑤저우 공업원구
의 GRDP는 2,743억 위안(한화 약 46조)으로 중국 상무부가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는
‘국가급 경제개발구 종합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사이트)4)

표 2-3 |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사례
구분
명칭

주요 내용

면적

 278㎢

위치

 장쑤성 쑤저우시 동부

유형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 하이테크 기술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인구

전경

 쑤저우 공업원구(苏州园区)

 약 80,000개 기업
 호적인구 기준 54만명
 상주인구 기준 81.9만명

경제 규모

 재정소득 350억 위안
 GRDP 2,570억 위안
 수출입액 1,035.7억 달러
 1인당 가처분소득 7.1만 위안

주요 시설

 (공항) 상하이 홍차오 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쑤난예팡 국제공항
 (열차역) 쑤저우역, 쑤저우북역

자료: 이현주 외(2019), p. 110.

4)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sipac.gov.cn/szgyyq/yqjj/common_tt.shtml(검색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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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공업원구의 개발사는 싱가포르 컨소시엄과 중국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사로 중국 컨소시엄은 11개의 국유기업으로 구성되어 35%의 지분을, 싱가포르 컨
소시엄은 24개사(싱가포르 20개사, 외국기업 4개사)로 구성되어 65%의 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이하 <표 2-5> 참조). 초기에는 중국 국내기업의 지분비율보다 싱가포르
컨소시엄의 지분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2001년에 이르러 중국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
환되기 시작하여 2005년 기준 중국 52%, 싱가포르 28%, 추가 투자자 20%로 지분구
성이 바뀌었다(이현주 외, 2019, p. 114; Doglas Zhihua Zeng, 2016, p. 6 재인용)
쑤저우 공업원구의 정부간 협력체계는 최상위 정부간 협력조직인 ‘중국-싱가포르
연합협조이사회(Joint Steering Council)’가 있으며, 그 아래 중국 쑤저우시 인민정부
와 싱가포르 무역공업부로 구성된 ‘양자실무위원회(Bilateral Working Committee)’,
다시 그 아래 ‘연락기구(Liaison Organization)’ 등 3단계 기구(조직)로 구성된다(쑤
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사이트)5). 양측은 연락기구(Organ for Liaison)로 ‘싱가포
르 경험 벤치마킹부서(Adopting Singapore Experience Office)’와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 부서(Software Project Office)’등을 설치하여 중국정부에 특구 관리운영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정부간 협력체계는 양측이 쑤
저우 공업원구라는 협력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제
도화하여 현재까지 큰 틀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쑤저우시 산하 독립적인 지방정부조직으로서 외자기
업의 투자상담부터 공장설립, 용지심사, 환경, 회계, 노무, 인허가 등 기업활동과 관
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원스톱 행정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5)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sipac.gov.cn/szgyyqenglish/sino/2019-04/09/2d95e48b4a6548feafb070b03e3703e5
/images/44d2743e03bd4005b300406add1ff869.jpg(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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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의 정부간 협력체계
단계

기구(조직)명

중국측 구성

싱가포르측 구성

1

연합협조이사회
(Joint Steering Council)

외교부 외 13개 정부부처

재정부 외 15개 정부부처

2

양자실무위원회
(Bilateral Working Committee)

쑤저우시 인민정부

무역공업부

3

연락기구
(Organ for Liaison)

싱가포르 경험벤치마킹부서

무역 및 공업부 산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부서

자료: 쑤저우 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sipac.gov.cn/szgyyqenglish/sino/2019-04/09/2d95e48b4a6548feafb070b03e3703e5/i
mages/44d2743e03bd4005b300406add1ff869.jpg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2-5 | 쑤저우 공업원구 개발사 주주 구성(1994년 설립당시 기준)
구분

기업명
중국은행투자자문공사(中国银行投资咨询公司)
중국량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国粮油食品进出口总公司)
중국원양운수집단총공사(中国远洋运输集团总公司)
중국기술수출입총공사(中国技术进出口总公司)

중국측 컨소시엄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연합발전총공사
(CSIPC)

중국중앙텔레비전(中国中央电视台)
중국창청공업총공사(中国长城工业总公司)
중국화넝집단총공사(中国华能集团总公司)
중국지에넝투자공사(中国节能投资公司)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国化工进出口总公司)
강소성투자공사(江苏省投资公司)
쑤저우공업원구경제발전유한공사(苏州工业园区经济发展有限公司)
이상 총 11개사(지분비중 35%)
Centerpoint Properties Ltd.
City Development Ltd.
DBS Land Ltd
EDB Investment Prte Ltd

싱가포르측 컨소시엄
싱가포르 쑤저우
공업원구
(SSTD)

GE Capital Services* (미국)
JTC International Pte Ltd
Keppel Corporation Ltd
Keppel Land Ltd
KMP China Investment Pte Ltd. KMP
Lian Court Suzhou Investment
Lum Chang(Suzhou) Investment
Mitsui&Mitsubishi Joint-venture* (일본)
NTUC Cooperative Investment
Pidemco Land Pte Ltd
Rodamco B.V. China*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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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명
Samsung Corporation* (한국)
Sembawang Corporation Investment
Shing kwan Investment(S) Ltd
Singapore Land Ltd
Singapore Technologies Industrial Corp. Investment Pte Ltd
SLF International Pte Ltd
Sum Chdong(China) Pte Ltd
Temasek Holdings(Pte) Ltd
Wing Tai Holdings Ltd
이상 총 24개사(지분비중 65%)

주: *는 다국적기업을 의미.
자료: 장환빈(2014), p. 107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 베트남 VSIP
VSIP(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는 베트남과 싱가포르간 개발협력사업
으로 1994년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6년 빈증 I단지 완공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역
에 걸쳐 여러 개의 단지로 조성되었다. VSIP는 베트남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의 경제우
호 협력과 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베카맥스 IDC와 싱가포르의 Sembcorp
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합작회사이자 산업단지이다. VSIP의 개발주체는 베트남과 싱가
포르 기업으로 구성된 합작법인인 VSIP JV로 베트남측 빈증성 산하 국영기업인 베카
맥스사(Becamex IDC)와 싱가포르 샘콥(Sembcorp Development)이 주도하는 컨소시
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현주 외, 2019, p. 121). 지분비율은 베트남 베카맥스사
49%, 싱가포르 컨소시엄 51%로 구성되어 있다.
VSIP JV는 개발뿐만 아니라 공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 공단 관리운영
까지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개발자가 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부지조성 품질에 대한 책임
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장기적인 수익기반 확보 측면도 있다(이현주 외,
2019, p. 123).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지만
베트남 등 개도국의 경우 전문 공단관리기관이 없어 개발사가 개발하고 일정기간 공단
관리 사업까지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주용준·정연우, 2020, 국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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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문가 자문회의). VSIP JV는 싱가포르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주거시
설이 결합된 마스터 플랜과 간소화된 행정절차 등을 도입하였으며 베트남-싱가포르 기
술훈련센터(Vietnam-Singapore Technical Training Center: VSTTC) 등을 운영함
으로써 기업들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VSIP 산업단지 중 총 면적 500ha의 빈증성 VSIP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231개 프로젝트에 32억 달러가 투자되고 9만 6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빈증성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끈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
다.6) 특히 빈증1단지는 산업구역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 상업 및 서비
스 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빈증1단지의 장점으로 현장승인을 통한 패스트 트랙, 6년 세제혜택, 베트남-싱가포
르 기술훈련센터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베트남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VSIP관리위원회
가 있어서 일정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승인함으로써 기업에 편의를 제공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6 | VSIP 산업단지별 개발현황(2019년 기준)
구분

개시년도

VSIP I 빈증

1996

면적(ha)
500

기업수(개사)
234

투자액(십억달러)

종사자수(명)

3.1

93,878

VSIP II 빈증

2006

2.045

299

2.8

40,953

VSIP III 빈증

2018

1,000

-

0.28

20,000

VSIP I 박닌

2007

700

79

1.6

17,883

VSIP II 박닌

2018

273

-

0.1

-

VSIP 하이퐁

2010

1,600

36

1.5

22,722

VSIP 꽝응아이

2013

915

14

0.2

2,264

VSIP 하이증

2015

150

3

0.2

4,900

VSIP 응에안

2015

750

5

0.012

400

자료: 이현주 외(2019), p. 118; Becamex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6) 베카맥스사 사이트.
https://becamex.com.vn/ko/du-an/vsip%EB%B2%A0%ED%8A%B8%EB%82%A8-%EC%8B%B1
%EA%B0%80%ED%8F%AC%EB%A5%B4-%EC%82%B0%EC%97%85%EB%8B%A8%EC%A7%8
0/(검색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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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VSIP 각 단지별 주요 특성

자료: 셈콥사이트.
https://www.sembcorp.com/en/featured-projects/vsip-binh-duong/(검색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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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는 2012년 미얀마와 일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띨라와 마스
터플랜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의향서가 체결되면서 개발이 구체화되었다. 개발사는
양국의 민관합동 조인트벤처사인 미얀마 일본 띨라와 개발사(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imited: MJTD, 이하 MJTD)로,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1
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 개발사인 MJTD는 양국간 민관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조인트
기업으로 미얀마 정부인 띨라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TSMC), 미얀마 민관 컨소시엄(Myanmar Thilawa SEZ Holdings:
MTSH), 일본 JICA, 일본 민간컨소시엄(MMS Thilawa Developmen: MMSTD)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분구조는 미얀마측 51%(TSMC 10%, MTSH 41%), 일본측
49%(JICA 10%, MMSTD 39%)로 구성되어 있다(표 2-7).

표 2-7 | MJTD 지분구성
미얀마(51%)
Thilawa SEZ
관리위원회
(TSMC)

10%

일본(49%)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Limited
(MTSH)

MMS Thilawa
Development
(MMSTD)

9개 민간기업 45%
일반국민 55%

스미토모 33.3%
마루베니 33.3%
미츠비시 33.3%

41%

39%

Japan Interantional
Coopeartion
Agency(JICA)

10%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0.9.7.).

관리운영조직에 관해서는 크게 중앙행정관리 분야에서는 미얀마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특구 중앙기구가 최상위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 미얀마 상업부
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경제특구 중앙운영기구가 있다. 그 아래 관리위원회(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TSMC)가 기업투자 승인, 모니터링, 투자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관리위원회는 특구 관리에 있어서 촉진자, 코디
네이터, 규제기관 및 모니터 역할을 하면서 개발사인 MJT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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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경제특구의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현주 외, 2019,
p. 131).

그림 2-3 | 띨라와 SEZ 추진체제

자료: 이현주 외(2019), p. 132.

띨라와 경제특구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첫째, 일본 JICA를 중심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체제로, JICA는 해외투융자제도(PSIF)를 통해 자국의 민간기업
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에게 기술협력, 인
프라 구축을 위한 공여, 관련 법·제도 정비, 주민이전 사업 등에 관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7) 이는 높은 투자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미얀마에 대한 투
자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이전 사업 등과 같은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얀마 정부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 일본의 대 미얀마 투자액은 2018/19회계연도 기준 477만 7,000달러로 8위에 불과했으나 2019/20회계연도
들어 6월까지 7억 143만 2,000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
184175(검색일：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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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양국 PPP 조인트벤처 기업인 MJTD에 대한 융자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띨라와 특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띨라와 경제특구 조성
에 있어서 JICA와 같은 투자자이자 특구관리를 측면지원하는 투자국의 전문기구 또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이현주 외, 2019, 137). 둘째, 띨라와 경제특구의
관리위원회(TSMC)가 개발사인 MJTD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개발에 함께 참여함
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얀마 정부기구가 개발과
관리에 함께 관여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치국 입장에서도 개발의 주도권을 일본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는 기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사점
국가간 특구 개발협력의 주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세 특구는 모두 정부간 협력
에 의한 탑다운(Top-down) 방식의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중국 쑤저
우 공업원구는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 주석의 제안으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와 중국
의 리란칭 부총리의 건설 합의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베트남 VSIP 빈증 단지
도 1994년 보반키엣(Vo Van Kiet) 베트남 총리의 제안에 싱가포르 고촉동 총리가 수
용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역시 일본과 미얀마 정상회담을 계
기로 띨라와 마스터플랜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의향서가 체결되면서 확대된 사례이
다. 정부간 탑다운 방식의 협력 외에, 세 특구 모두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기업편의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세 특구는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협력체제가 3단계 기구(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는 연합협조이사회(Joint Steering Council),
양자실무위원회(Bilateral Working Committee)’, 연락기구(Liaison Organization)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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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연락기구 중 싱가포르 경험과 지식을 이전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베트남 VSIP 빈증1단지는 현장승인과 같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과 기술
훈련센터운영 등을 통해 투자기업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수 노동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의 경우 협력국인 일본이 민
관협력체제를 통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미얀마에 제공했다는 점과 미얀마의 관리
위원회가 개발에도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양국의 협력모델을 이끌었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8 | 국가간 특구개발 주요 해외사례
구분
시작년도
협력방식

중국쑤저우 공업원구

베트남VSIP(빈증I단지)

1994년

1996년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2015년(A구역기준)

· 국가간 개발협력(G2G)
(중국-싱가포르)

· 국가간 개발협력(G2G)
(베트남-싱가포르)

·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
원구 개발유한공사(JV)

· 베트남-싱가포르 VSIP조인트 · 미얀마-일본띨라와 개발사
벤처(JV)
(MJTD)

개발사
· (초기) 중국 컨소시엄 35%,
(지분구조)
싱가포르 컨소시엄 65%
· (최근) 중국 52% 싱가포르
28%, 기타 투자자 20%

· 베트남 국영기업 49%,
싱가포르 컨소시엄 51%

· 국가간 개발협력(G2G)
(미얀마-일본)

· 미얀마 민관컨소시엄 51%,
일본 민관컨소시엄 49%
· 유치국 정부(기업)와 협력국
개발사(국영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개발방식

· 유치국 정부(기업)와 협력국
· 유치국 국영기업과 협력국
개발사 컨소시엄(외국기업 포함) 개발사 컨소시엄

관리운영
기구

· 쑤저우 공원원구관리위원회

주요 특징

· 정부간 협력체제(3단계 협력
· JICA가 개발주체로 뿐만 아니
라 특구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기구) 운영
· 현장승인을 통한 패스트 트랙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싱가포르 경험 및 지식이전
· 베트남-싱가포르 기술훈련센터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유치국 해당특구 관리위원회
운영
· 관리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서비
(정부)가 개발에 참여
스 제공

· 개발사 VSIP JV의 개발 및
관리 운영 통합

· 띨라와 특구 관리위원회
(TSMC)

자료: 이현주 외(2019), p. 13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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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북한의 특구지정 현황과
개발방향

본 장에서는 북한의 특구 개발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유치국인 북한정부가 어떠한 개발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특구법과 특구 관련 자료,
학술논문 등을 수집하여 북한특구의 개발원칙과 개발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북한
특구 개발에 있어서 현재 직면해 있는 대북제재 상황과 특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제재완화 시나리오
여건 및 리스크 요인과 제도적 불확실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북한특구 지정현황
북한의 특구는 지역별로 북중접경지역에 11개, 동해연해지역에 7개, 서해연해지역
에 9개가 분포되어 있다. 북중접경지역에 경원, 온성섬, 라선경제무역지대, 무봉관광
특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안공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압록강 경
제개발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11개의 특구 및 경제개발
구가 분포되어 있다. 동해 연해지역에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
구, 흥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
구 등 7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서해 연안지역에 청남공업개발구, 숙
천농업개발구, 와우도 수출가공구, 진도 수출가공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송림수출
가공구 등 9개 경제개발구가 분포되어 있다.
북한 특구는 다시 유형별로 공업개발구 1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 6개, 수
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가공구로 지정된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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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 와우도, 진도)은 모두 서해안권의 남포 또는 남포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을 대중국 수출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측의 개발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 |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2019년 6월 기준)
구분

서해안권

동해안권

공업개발구(14)

· 청남공업개발구
· 강남경제개발구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 청진경제개발구
· 흥남공업개발구
· 현동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3)

· 숙천농업개발구

· 어랑농업개발구
· 북청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6)

· 신평관광개발구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수출가공구(3)
첨단기술개발구(1)
합계

· 송림수출가공구
· 와우도수출가공구
· 진도수출가공구*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9

북중접경지역권
· 경원경제개발구
· 만포경제개발구
· 위원공업개발구
· 압록강 경제개발구
·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 라선경제무역지대*
· 혜산경제개발구

· 무봉국제관광특구
· 온성섬관광개발구
· 청수관광개발구

7

11

주: * 는 중앙급 개발구를 표시.
자료: 차명철(2018), p. 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8년에 북한에서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 에는 27개 경
제지대(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각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북중접경지역인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타 행정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유형도 공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 농업개발구 등 다
양하다. 면적규모도 서로 상이한데 대체로 라선경제무역지대(470㎢), 원산-금강산 국
제관광지대(440㎢), 금강산국제관광특구(225㎢)를 제외한 전체 경제개발구의 평균 면
적은 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특구·개발구가 주로 입지여건과 육성업종 위주로 소개된
반면,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의 경우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
형 가공조립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데 특구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선진기업이 적용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개발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이원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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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앙급 경제개발구는 중앙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경제개발구로서 신의주국제경
제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로서 상기 중앙급 경
제개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개발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표 3-2 | 북한의 특구 및 경제지대 개요
지역

특구 및 경제지대

평안북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남도
황해남도
평양시

숙천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양강도
함경남도

52.5
40
6.3
20
3

청남공업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신평관광개발구

2
3.5
8.1

은정첨단기술개발구*

2

강남경제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라선시

면적
(㎢)

3
1.37
1.5
2
440
2
225
3.9
2.3

라선경제무역지대*
청진경제개발구

470
5.4

어랑농업개발구

5.1

온성섬관광개발구

1.69

경원경제개발구

1.91

무봉국제관광특구
혜산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20
1
2.2
3.5

주요 업종
·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 압록강유역 관광서비스
· 다수확 우량품종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채소, 버섯부문
생산가공, 연구개발
· 채취설비, 부속품, 공구제작, 석탄원료 화학제품 무역
· 녹색상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수산물가공
· 명승지 유람, 휴양, 체육오락 등 관광서비스
·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수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 다수확 우량품종 육종·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임가공
· 가공제조 및 수출형 보세가공무역
·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
·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 생태환경 기반 국제적인 휴양 및 치료관광, 역사유적 관광
·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업
· 금강산 관광
·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
·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업
·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생산, 중계수송, 대외무역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도입한 농축산기지, 채종과 육종 포함
농업과학 연구개발 기지
·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봉사
·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 정보산업제품, 피복가공, 식료가공업,
관광업
· 백두산지구 참관과 관광서비스, 관광상품 생산
·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품 생산, 기계설비
·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주: *는 중앙급 개발구를 표시, 그 외는 지방급 개발구임.
자료: 차명철(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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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특구 개발정책
1) 개발원칙
북한특구의 개발정책은 크게 ‘개발원칙’과 ‘개발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의 개별 「경제특구법」 과 2013년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 의 검토와
함께 북한의 저명학술지인 「경제연구」 등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북
한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내 권위 있는 경제학술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북한특구 개발에 관한 북한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은 북한의 정책수요 또는 의도를 간접
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개별 특구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개성
지대법」 과 모든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의 「경제개발구법」에서 명시된 주
요 개발원칙을 살펴보면 <표 3-4>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이들 개별 특구법과 「경제
개발구법」 에서 공통적으로 명시된 개발원칙은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 ‘주변 생
태환경 보호’, ‘생산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개발
구법」 에서는 이와 더불어 ‘단계별 개발’, ‘투자유치의 다각화’, ‘지속적이고 균형적
인 발전 보장’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개발원칙에 관한 북한 학자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김영철
(2015, 경제연구)은 경제개발구들에서 활용되는 최신기술과 경영방법들은 지역 밖의
경제부문들에 영향을 주어 실정에 맞게 도입·이용해야 하며, 경제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한 고리로 자립경제의 토대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경제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북한의 자립경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철(2016, 경제연구)은 개발구 밖에 있는 국내 기업체들과의 생산·
소비적 연계가 필수적인 요구라고 보았으며, 김일민(2016, 경제연구)은 경제개발구
개발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지나치게 뒤떨어진 노동집약형 기업이나 자원집약형 기
업활동을 될수록 제한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산업구조를 점차 ‘기술집약형’으로 변모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주형(2017, 경제연구)은 개발환경에서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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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발구의 외부지원 환경보장으로서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한 노동력, 교육문화의 발
전수준, 휴식보장 조건, 주요 산업지구와의 연계보장 등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외부
지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개발방식
개발방식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표 3-4>와 같이 비교해 살펴보면, 개발기업과 관련
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 은 개발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경영 하거나, 개발기
업이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을 다른 기업을 참여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경제개발구법(2013)」 에서는 외국투자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국의 기관과 기업소의 개발참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
다. 북한이 초기 경제특구인 라선경제무역지대나 황금평 개발의 경우 개발기업이 토지
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선호했다면, 경제개발구 부터는 개
발사가 단독개발 외에도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자국의 기관과 기업의 참
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컨소시엄을 통한 개발 또는 국가간 개발협력 등 다
양한 개발방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남측과 경협사업으로 추진된 개성공업지
구의 경우 정해진 개발업자가 건설하고 투자기업 유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하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현재 대
외경제성)’1)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을 받은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개발구)의 관리위원회 지위와 관련해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 에서
는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2011)」 에서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맡아 하는 현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개발구법」 에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

1) 북한은 2014년에 기존의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등 대외경제업무 부처를 통폐합하여 ‘대외
경제성’을 출범시켰음. 연합뉴스(2014.6.19.). https://www.yna.co.kr/view/AKR20140619073400014(검
색일: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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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와 지원 하에 경제개발구의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명
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
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중앙특수경제지대지
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와 지원 하에 해당 특구(개발구)의 관리
운영을 맡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 작성,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창설 승인·등록·영업허
가, △기업경영활동 협조 등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
관’과 ‘해당지역 인민위원회’의 주요 업무 내용은 모든 법률에서 거의 동일하게 규정
하고 있다. 즉,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해당 경제특구의 발전전략과 국내외 정부
및 기관들과의 업무연계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경제특구를 지도하고 지원하
는 역할을 하는 한편,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해당 특구의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구 개발방식과 관련한 북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현실적
인 개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차향미(2017, 경제연구)는 “경
제개발구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외국기업합작투자방
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방식을 연구하고 북한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외국기업합작투자방식을 해당국의 정부가 외국인 기
업을 이용하여 하부구조를 비롯한 일정한 대상을 건설 및 개건하는 것과 관련한 투자방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로 불리고 있다
고 소개하고 있다. 김명국(2016, 경제연구)은 경제개발구법상의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 각 도(직할
시) 인민위원회와 경제개발구관리기관들이 외국 투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자국의 기관 또는 기업소가 개발구에 대담하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구 개발에 있어서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와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이라는 특정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국 기업의 개발참여를 통해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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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특구 개발에 있어서 북한기업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기업의
개발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북한의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
발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 | 북한의 「경제연구」 수록 논문에서 제시된 경제개발구의 개발 내용 요약
구분

연구자
김영철(2015)
김영철(2016)

개발원칙
(개발방향)

김일민(2016)

류주형(2017)

개발방식

주요 내용
 경제개발구 내 최신기술과 경영방법의 실정에 맞는 도입·이용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이 자립경제의 토대강화에 기여
 개발구 밖 국내 기업체들과의 생산·소비적 연계가 필수적 요구
 수준 낮은 노동집약형 또는 자원집약형 기업활동의 제한
 경제개발구의 산업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고도화 추진 제안
 경제개발구의 개발환경에서 외부지원 환경보장의 중요성 강조
 노동력, 교육문화 발전수준, 휴식보장, 주요 산업지구와의 연계

차향미(2017)

 경제개발구 개발 및 운영을 위한 PPP 개발방식 제안

김명국(2016)

 경제개발구의 북한 주도적 개발 강조

김명국(2016)

 경제개발구 개발에 있어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와 경제개발구관리기관들의
자국 기업 지원 강조

자료: 각 논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4 | 북한의 개별 경제특구법 및 「경제개발구법」과의 개발관련 법조항 비교
구분

지위

라선경제무역지대
(2011)

·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 특수경제지대
실시되는 특수경제 지대

근거 · 승인된 개발계획

산업
업종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2011)

· 승인된 개발계획 근거

개성공업지구법
(2003 수정보충)

경제개발구법(2013)

·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
·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
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 수
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립을 통한 민족경제 발전
에 이바지
·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
· 국가경제발전전략
계획에 따라 추진

·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
·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 ·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업, 장비제조업, 1차 가 ·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업 부분, 첨단과학기술 부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공, 경공업, 서비스업, 현 상업, 관광업
문의 투자 특별히 장려 첨단기술개발구 등 포함
대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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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선경제무역지대
(2011)

투자
장려

· 하부구조건설, 첨단과학
기술, 국제적 경쟁력 높
은 상품 생산 부문

투자
당사자

·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
인, 경제조직 투자가능,
북한 영역 밖 거주 조선
동포도 투자 가능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2011)

개성공업지구법
(2003 수정보충)

경제개발구법(2013)

·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 기업창설, 지사, 영업소, · 기업창설, 지사, 영업소,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
사무소 설치 가능
조직들 투자가능
사무소 설치 가능
투자
· 토지이용, 노동력 고용,
· 토지이용, 노동력고용, · 토지이용, 노동력 고용, · 기업창설, 지사, 영업소,
특혜
세금 등 분야 특혜
세금, 시장진출 분야에서 세금, 시장진출 분야에 사무소 설치 가능
경제활동 조건 보장
서 경제활동 조건 보장 · 노동력 고용, 토지이용,
세금 등 분야에서 특혜
· 주변 자연지리적 조건,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
우위 보장
· 토지·자원의 절약과
개발
합리적인 이용
원칙 · 주변 생태환경 보호
· 생산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
·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 주변 자연지리적 조건과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
우위 보장
· 토지·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
· 주변 생태환경 보호
· 생산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
· 사회공공의 이익보장
·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

-

· 단계별 개발
· 투자유치 다각화
· 주변생태환경보호
· 토지·자원 합리적 이용
· 생산서비스의 국제경쟁력
· 경제활동 편의, 공공이익
·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
전 보장

·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
·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
· 황금평은 개발기업이 전
가 토지를 임대받아 부지 · 외국 투자가는 승인받아
하고 경영하는 방식,
체면적의 토지를 임대받
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
·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
개발
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가능
하고 투자기업을 유치
공시설 건설, 관리, 경영
방식
경영하는 방식
· 하부구조건설은 타 투자 ·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승
권 허가 방식,
· 위화도는 개발당사자들
가와 공동으로 건설 가능 인 후 개발 가능
· 개발당사자 사이에 합의
사이에 합의한 방식
· 공업지구개발총계획
한 방식 등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
· 중앙특수 경제지도기관
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
이 관리위원회를 통해 개
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해 개
발기업에게 개발사업 권
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
승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
관이 승인

토지 ·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 ·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
임대차 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계약 · 임대기간 최대 50년
· 임대기간 최대 50년

·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
하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대기간 최대 50년

개발
기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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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2011)

구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2011)

개성공업지구법
(2003 수정보충)

경제개발구법(2013)

관리 · 관리위원회는 산업구와 정 · 관리위원회는 경제지대
·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
위원회 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원들로 구성
지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

·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
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과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
원회의 지도 및 도움 하 경
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함

·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
유치
·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기업 경영활동 지원
·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 출입증명서 발급
· 사업준칙 작성 등

·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
에 필요한 준칙작성
·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
유치
· 기업창설승인과 등록, 영
업허가
· 기업의 경영활동 협조
·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등

관리
위원회
사업
내용

·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
유치
· 기업창설승인과 등록, 영
업허가
·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
록 공포
· 기업경영활동 협조 등

·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
유치
· 기업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
록 공포
· 기업경영활동 협조 등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 경제지대 발전전략작성
· 경제무역지대 발전전략
· 국내기관들과의 연계
작성
· 외국정부들과의 협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 국내기관들과의 연계
· 국내기업 선정
· 개발업자의 선정
· 외국정부들과의 협조
· 상품의 지대 밖 국내판
·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
· 국내기업 선정
매 협조 등
관련
에 대한 지도
· 상품의 지대 밖 국내판매
기관
· 공업지구법규의 시행세칙
협조 등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사업
작성
· 경제지대법과 규정의 시
내용
·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라선시인민위원회)
행세칙 작성
·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
· 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
· 경제지대 개발과 관리,
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시행세칙 작성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
· 로력보장
관들과의 사업연계
·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
·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 개발구 관련 국가의 발전
전략안 작성
· 개발구 관련 외국정부들
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의 사업연계
· 관리기관의 사업 협조
· 기업창설심의기준 검토
· 개발구의 세무관리 등
(도(직할시)인민위원회)
· 관리기관의 조직
·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
칙 등 문건의 작성 및 시달
· 관리기관의 사업협조
· 경제개발구 관리와 기업
에 필요한 로력보장 등

자료: 각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종합
북한특구에 대한 북한자체의 개발방식과 원칙은 크게 개발구 밖과의 연계성, 자체
기업의 개발역량 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부민간협력체계 등을 통한 주도적, 자
립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북한은 특구 개발의 원칙으로 특구의 타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성을 통한 자립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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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개발방식으로는 특구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외국
기업간 합작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구 밖 지역과의 경
제적 연계성은 가치사슬의 공급이 원활한 노동, 생산, 소비시장과의 인접성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기업 단독개발보다는 북한기업과의 협력 또는 정부-기업협
력 파트너쉽을 통한 개발형태, 그리고 개발사의 기업유치 지원까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비즈니스 모델의 고려에 있어 ‘가치제안’에
해당되는 북한의 니즈, 즉 북한의 특구개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특구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고려요인
1) 대북제재로 인한 개발협력의 한계
대북제재는 현재 북한 특구 개발에 있어 건설물자의 공급과 투자기업의 유입을 억제
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응해 제2270호(2016.3.2)를 시작으로 제2321호
(2016.11.30), 제2371호(2017.8.5), 제2397호(2017.12.23) 등 결의안이 채택되면
서 대북제재 조치가 확대, 강화되어 왔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2397호는 북
한의 광물자원과 수산물 등의 수출금지, 대북 유류공급 제한 강화,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및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 지정확대 등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이현주·유현아, 2018,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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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2016~2017년)
제제결의
(채택일자)

배경

주요 내용

2270호
(2016.03.02)

 기존 제재 조치 강화(금융 제재 강화,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기 금수, 금지품목
적재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화 불허 의무화)
제4차
 신규 제재 조치 도입(제재 회피·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제재
북한 핵실험
대상자 소유·운영 및 불법 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금지, 석탄 수출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제재 대상 확대(단체 12개, 개인 16명 추가 지정)

2321호
(2016.11.30)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수출금지광물(은, 동, 아연, 니켈)추가 및 조형물 수출금지조치 포함
제5차
 북한공관 인력규모 감축 촉구, 북한공관 및 공관원 은행계좌제한 등
북한 핵실험
 북한인수화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제한조치 등

2356호
(2017.06.02)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제재 대상(개인 14명 및 단체 4개) 추가 지정

2371호
(2017.08.05)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존 결의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 새로이 도입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제재 대상 확대(개인 9명, 단체 4개)

2375호
(2017.9.11.)

 대북 유류제공 제한: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 부과(2017년 10
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대북 원유공급 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 전면 금지
제6차
 북한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북한 핵실험  기존 결의에서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조치 도입
 공공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 전면 금지
 제재대상 추가지정(개인 1명, 단체 3개)

2397호
(2017.12.23.)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상한선 기존 200만 배럴에
서 50만 배럴로 대폭감축, 대북 원유공급량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
 해상차단 조치 강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 나포, 검색,
동결(억류) 의무화, 자국 영해 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 나포, 검색,
동결(억류) 권한 부여,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 의무화
 제재대상 추가 지정(개인 16명, 단체 1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 : 이현주·유현아(2018), pp. 69-70.

미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독자제재 중 하나로 2016년에 대북제재법안을 발효시켜 북
한 금융경제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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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제3자 제재, Secondary Boycott)를 취하고 있다.2)3)
현재의 대북제재 여건 하에서는 북한특구 개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이 제한되고 북
한과 재화, 용역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미국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는 제3자 제재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특구 개발협력 등의 경협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발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 수출입 금지조치 해제와 대외 금융 송출입이 가능한 수준으
로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특구 개발에 관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단계별 시
나리오에 관해 북한전문가인 양문수 교수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시나리오를 4단계 접
근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제2397호의 해제를 통
한 대북 무역투자 금지조치 해제를 1단계로 보았으며, 여기에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
국 지정해제 및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 철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2단계로 보았다.
3단계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완화 및 해제, 4단계는 북한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완화 및 해제 등을 보았다(양문수, 2018, 한반도 비핵화 시대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
제, 통일경제특구 세미나 발표자료).
각 단계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먼저 1단계에서는 기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
탁가공교역 및 북한 내륙지역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양문수, 2018, 앞의
자료). 이 단계에서는 특히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2017년 8월 5일)와 2375호
(2017년 9월 11일)에서 취해진 북한과의 합작사업에 관한 금지조치의 해제로 인해 기
존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원조가 가능한 2단계에서는 1단계 추진사업의 규모 확대, 비첨단분야
사업, 일부 경제개발구 소규모 공단 조성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양문수, 2018,
앞의 자료).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차단 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제됨으로

2) 앞의 자료, p. 73.
3) 미국은 올해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음. 연합뉴스(2020.6.1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18000400641(검색일: 2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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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능하여 본격
적인 개발구의 개발협력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3자 제재는 이 단계
에서 조건부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략물자 문제가 해결
되는 3단계에서는 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 투자(대규모 투자), 중화학공업 분야 대
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미국의 제3자 제재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4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양문수, 2018, 앞의 자료).

표 3-6 | 대북제재 완화·해제 및 대북 경협 제약요인의 해소: 4단계 접근법
구분

대북제재 완화·해제 주요 내용

남북경협 여건변화

추진가능사업(예시)

1단계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2397호 해제

2단계

 1단계 추진사업의 규모 확대
 미국,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차단
 비첨단분야 사업
지정 해제
문제 해소
 일부 경제개발구에 소규모 공단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 철회  북한 개혁개방 미착수 리스크,
조성
 미국의 제3자 제재 일부(조건
글로벌 스탠다드 미준수 리스크
 유통, 식품, 건설 등 북한 내 수
부) 완화
해소
시장 겨냥 중간규모 투자

3단계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해결
 미국 수출관리령 제재 완화·해제
 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 투자
 대북 인프라 투자 가능
 국제 전략물자 통제 체제 완화·
(대규모 투자) 가능
 산업 중 북한내수시장, 미국 이
해제
 철강, 화학, 기계 등 중화학 공업
외 해외 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설
 미국의 제3자 제재 대폭 완화
투자 가능
정가능한 산업의 대북투 자 가능

4단계

 미국, 북한에 대한 수입금지적  미국시장 판로문제 해결
 ICT 첨단 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
고관세 완화·해제(무역법 문제)  대부분 산업에서 대북투자 가능
든 산업의 대북투자 가능

 대북무역투자 금지의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탁가
 기존 추진 모든 남북경협사업 추
공교역
진 가능
 북한 내륙지역 소규모 투자

자료: 양문수(2018)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상기 남북경협에 관한 대북제재 완화·해제시나리오(4단계 접근법)에 기반하여 북한
특구 개발에 대한 대북제재 단계별 시나리오 및 가능사업(안)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북제재 완화 초기단계인 1단계에서는 기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사업 재개가 가능하고 북한내 경제개발구의 개발협력 또는 남북이 평양공동선
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무
협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국제금융 접근이 가능한 대북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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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단계(2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개발구 및 특구에 관한 남한, 중국 및 국제사회의 개
발협력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은 이 단계에
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물자 반출입이 가능한 대북제재 대폭 해제단계(3, 4단계)에서는 북한 내 본격적
인 인프라 사업과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사업참여가 가능해 질 것이며 특구내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특구와 특구, 특구와 배후지 및 항만·공항 등 수송인프라와 각 종 기
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 대폭해제 단계인 3,4단계에서
는 특구 내 생산된 재화의 미국 및 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특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택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표 3-7 | 대북제재완화·해제 단계별 시나리오별 북한특구 개발 가능사업(예시)
구분

단계
(4단계 접근법)

대북제재 완화
초기단계

1단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경협사업 재개
 남북합의 공동특구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실무협의 추진 가능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

2단계

 개성공단 사업 확장, 금강산관광사업 확대 등 기존 1단계 사업의 확대 가능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
협력 가능

3,4단계

 북한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각 종 기반시설에 관한 대규모 투자 가능
 특구와 특구간, 특구와 주요 배후지 또는 항만·공항간 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
라 연결사업 본격 추진
 특구내 생산 재화의 대미, 대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 가능
 특구 주변 지역의 주택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및 건설사업 추진 가능

대북제재
대폭 해제 단계

북한특구 개발관련 추진 가능사업(예시)

자료: 양문수(2020) 서면자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북한 특구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남북협력 개발은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대북제재 여건에 있어서 적어도 북한과의 합작사업
추진과 교역투자가 가능하고 금융거래에 관한 제재 완화가 심화된 상황인 2단계(대북
제재 완화 심화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시점은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를 상
정하며, 이하 입주기업대상 설문조사와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조
건 하에 진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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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투자의 리스크
북한투자에 있어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변화에 따라 투자여건이
변화되는 상황은 북한투자의 리스크를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특구 운영
에 있어 기업투자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 보장’이
확실치 않은 상황은 특구 개발과 기업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중단이후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경협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안한 경협관계의 패턴을 보여
왔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2018년의 판문점
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4)로 남북경협의 기대
와 가능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측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투자를 추진하는 외국기업들의 대북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북한특구 개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재개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3) 남측의 특구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법제도적 모호성
북한특구 및 경제개발구법의 투자당사자 규정에서의 남측 기업 진출 가능여부의 모
호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구법에 투자당사자에 “남측”이 명시되어 있지 않
아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측이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제3
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4조)에는 남측,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

4) 남북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에 해당하는 제2조 제1항과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
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한 제3조 제1항을 위배. 또한 판문점 선언 하에
추진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합의사항도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2048(검색일: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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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남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황금평·위
화도경제지대법(제4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4조)의 경우 투자당사자를 외국 법인
이나 개인, 경제조직, 조선동포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개발구법(제5조)에는 다른 나라
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
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 법상으
로 현재 남측기업과 주민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해외동포에 남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
나 북한의 기본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한명섭, 2020, 국토연구원 간
담회 발표자료).

표 3-8 | 북한 특구법에서의 투자자 규정
구분

조항

투자자 규정 내용

“남측”
명시 여부

개성공업지구법(2003)

제3조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

제4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남측 및 해외동포, 북한 해당기관, 단체

○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2011)

제4조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북한 영역 밖 조선동포

×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

제4조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북한 영역 밖 조선동포

×

경제개발구법(2013)

제5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
 기업, 지사, 사무소 등 설립가능

×

자료: 경제개발구법 및 각 특구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외에, 2005년에 제정된 남측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법인 「북남경제협력법」 은 적
용대상을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북남경제협
력 장소를 북측 또는 남측지역, 또는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까지 하위규정이나 세칙의 제정이 전무한 상황으로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한명섭, 2020, 국토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이와 같이 현재의 북한 특구 관련 법상 남측기업의 경우 개성과 금강산 특구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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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구는 직접진출이 모호한 상황으로, 이 역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내
특구 개발협력이 가능한 시기에 북한측과 합의하여 남측 기업진출이 가능한 명확한
법·제도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북한 개발구에 대한 남측의 직접
진출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모호한 면이 존재하나, 이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구 개
발의 비즈니스 모델은 남측 개발기업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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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여건
및 세부 개발계획

본 장에서는 사례 대상특구인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라선경제무역
지대를 중심으로 지리경제적 여건, 교통인프라 및 산업여건 등 특구개발 여건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해당 특구에 대한 최근의 북측 자료를 활용하여 상세 개발계획을 검토하였다.

1.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1) 개발여건1)
□ 지리경제적 여건
와우도 수출가공구는 남포시 영남리 일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총 개발계획 면적은
1.5㎢(남포시 전체면적 829㎢)이다. 지리적으로 남포항을 통해 중국의 다롄(大连)까
지 330km, 산동성 웨이하이(威海)까지 332km, 상하이(上海)까지 930km, 톈진(天
津)까지 695km에 불과해 해상수송을 통한 물자 이동이 유리하다.
국내적으로도 평양국제공항까지 50km의 거리로 국내외 수상운수, 대외적 인원, 물
자, 자금 유출입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차명철, 2018, 조선민주주의공화국

1) 개발여건은 본 연구의 외부원고(이석기 박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이하 평양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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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대들, p. 36). 북한의 가장 큰 무역항인 남포항이 소재해 있으며 대규모
철강재 생산지인 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와 금성 뜨락또르 공장, 무역선들의 수리기지
인 영남배수리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공장과 기업소가 소재한 공업도시이다.

그림 4-1 |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위치
지리적 위치

와우도 영남리 일대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7.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구는 36만 7천명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평양 다음가는 대도시이며, 상대적으로 인
구가 풍부한 타 지역에 비해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 평양직할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포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고 식량 초과생산지역인
것으로 알려져2) 북한의 도 중 중산층 인구가 비교적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일 것으
로 유추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상 노동인구의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라기보다는 산업 관련 인력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포특별시에 위치한 교육기관들의 특징을 봐도 특정 산업 기술 인구 비중이 높을 것으
로 보인다(표 4-1).
남포특별시에는 금속·기계 및 수산업 등 남포특별시에 발달한 산업 관련 인력을 양
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존재한다. 과거 남포제련련합기업소 산하였던 공장대학인

2)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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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공업대학과 서해대학의 존재가 확인되며 이 외에 남포전기대학, 남포농업대학, 기
양공업대학(금성뜨락또르공장 대학), 남포선박대학과 서해수산연구소, 해양연구소,
금속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기관들의 특징을 보면 금속
및 수산업과 같이 남포특별시에 특화된 산업 위주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 남포특별시의 주요 산업인력 양성 교육 기관
대학명
남포공업대학

특징

상세 내용

 남포제련련합기업소 산하의 공장 대학으로 남포 시내 공장 노동자들을
항구구역 하대두동에
교육
위치한 공장대학  유색야금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남포유리 공장
분교가 위치

 남포특별시 진수동에 위치한 3년제 기술대학
서해대학
서해지역의 수산부문
 서해지역의 수산부문의 기술자들을 양성
(남포수산대학)
기술자들을 양성
 수산학부, 기관학부, 항해학부, 가공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 등
자료: 이석기(2020), 본 연구의 외부원고.

□ 교통인프라 여건
남포항은 북한에 있어서 중국, 중동,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등과의 교역이 이루어
지는 제1 무역항으로 중국의 칭다오, 톈진, 다롄 등 지역과도 가깝다. 남포항은 하역능
력 1,351만 톤의 북한 최대항만이며 수심이 9~11m, 부두 연장이 4,000m에 달해 좋
은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 전체의 무역비중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남포항에는 북한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2개를 갖추고 있으며 서해
갑문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최대 5만 톤급의 선박이 접안 가능하다. 특히 와우도
구역과 황해남도 사이에는 서해갑문이 건설되어 남포항의 접안 및 하역능력이 더욱 향
상되었고 황해남도와의 육로 수송도 단축되었다.
철도 교통인프라로는, 평남선(평양-남포-평남온천), 서해갑문선(평남신덕-철광), 룡
강선(룡강-마영), 평남대안선(강서-평남대안화물), 보산선(강서-보산) 등이 남포특별
시를 지나간다(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DB). 도로는 남포-평양, 남포-해주, 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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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간 국도와 황주·중화·온천·증산·대동 등지로 통하는 도로가 있다. 항공분야로는 평
양국제공항까지 50km 거리로 국내외 수송, 인적 이동의 편의성을 보유하고 있다.

표 4-2 | 남포특별시 철도망
경유 철도노선
노선

구간

도내 연장(Km)

평남선

평양-강선-평남온천

서해갑문선

평남신덕-한이천-철광

룡강선

룡강-마영

17

평남대안선

강서-평남대안화물

12

보산선

강서-보산

5

도지리선

남포-도지리

8

남포특별시 철도망

68
24.2

자료: 「북한 시도별 철도 DB(남포특별시편)」, p. 2.

□ 산업 여건
2019년 말 기준, 남포특별시에는 108개의 제조업 기업, 12개의 광산, 2개의 발전소
등 총 108개의 기업이 확인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평양시에서 확인된 제조업 기업
108개는 북한 전체 제조업 기업 2,635개의 4.1%에 해당된다. 제조업 기업 중에는 경
공업이 섬유의류 22개, 음식료품 21개, 나무·목재·잡제품 5개 등 총 48개의 기업이
확인되며, 중공업은 기계 및 전기전자 23개, 화학 13개, 건재 11개, 1차 금속 7개,
수송기계 6개 등 총 60개의 기업이 확인되었다. 남포시 전체 제조업 기업 중 경공업의
비중이 44.4%,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55.6%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다. 경공업 기
업 48개는 북한 전체 경공업 기업의 3.3%에 달한다. 북한에서는 경공업, 특히 최종
소비재 기업은 소비지에 입지시키기 때문에 인구가 36만인 남포시의 소비재 기업 비중
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경공업 중에서는 섬유의류가 22개(북한 전체 섬유의류 기업의
4.6%)로 상대적으로 다른 경공업 업종에 비해 많이 소재하고 있다.
남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60개 기업은 북한 전체 중화학공업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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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에 달한다. 1차금속, 기계 및 전자, 수송기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1차 금속업은 북한 전체 1차금속 기업 54개의 13%에 달하는 7개가 소재하고 있다.

그림 4-2 | 남포항과 남포 철도역 위성사진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7.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3 | 남포시 업종별 기업분포
대분류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분류

평안남도 소재 기업 북한 전체 기업 중
중 비중(%)
비중(%)

기업수

음식료품 및 담배

21

19.4

섬유·의복·신발·가방

22

20.4

3.2
4.6

가구·목재·종이·잡제품

5

4.6

1.5

소계

48

44.4

3.3

화학

13

12.0

3.2

건재

11

10.2

4.6

1차 금속제조업

7

6.5

13.0

기계 및 전기전자

23

21.3

5.8

수송기계

6

5.6

8.7

소계

60

55.6

5.1

108

100

4.1

제조업 계

자료: 이석기(2020), 본 과제의 외부원고(KIET 북한 산업·기업DB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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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개발계획
□ 개발계획3)
와우도 수출가공구는 남포시 영남리 일부지역에 집약적인 수출가공구를 조성할 예정으
로 서해와 대동강이 합쳐지는 서해갑문 수역, 남포항에서 서해갑문4) 쪽으로 가는 도로의
좌우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1.5㎢ 이다. 차명철(2018)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남포항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교통 조건이 발달되어 있어 투자유치 환경이 좋은 곳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을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
향형 가공조립업을 기본으로 하는 집약적인 수출가공구를 최단기간에 건설할 것을 계획하
고 있다. 장기적으로 남포항을 중심으로 남포시의 일부 지역과 서해갑문 수역에 금융,
관광, 부동산, 식품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표 4-4 | 와우도 수출가공구 개발 계획 개요
구분
위치

내용
 남포시 와우도 영남리 일부지역

계획면적

 1.5㎢

유치업종

 임가공, 주문가공, 주문조립, 보상무역 등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을 육성(집약적인 수출가공구)

발전방향

와우도 수출가공구 시범계획도

 장기적으로 서해갑문과 남포항, 평양을 연계하여 금융, 관
광, 부동산, 식품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 개발구로
조성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 도입

관할기관
개발사

 대외경제성
 미정

자료: 차명철(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측 계획도는 임호열 외(2015), p. 11에서 인용.

3) 북한자료(차명철,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하 동일.
4) 서해갑문은 대동강 수위조절, 해수의 유입방지, 경작지 확대 등의 목적으로 1980년대에 건설된 댐. 댐 길이는
8km로 3개의 갑문과 36개의 수문이 있으며 5톤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5%B4%EA%B0%91%EB%AC%B8_(%EB%82%
A8%ED%8F%AC(검색일: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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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혜택
북한은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인프라) 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 있다. 하부구조 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하
고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이나,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낮춰 부여하며 개발구
안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해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환급,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 할 경우,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 환급해
주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 시설, 공공시설 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기업은 토지를 해당 국토관리기관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최고 50년까지
임대받을 수 있으며 토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특혜관세제도도 실시되고 있
다. 경제개발구 건설용 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
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와 생산한 수출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 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1) 개발여건
□ 지리경제적 여건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평양직할시 외곽 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면적
은 총 2㎢이다. 국가과학원이 위치한 은정과학지구에는 주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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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과 중간시험공장들, 정보봉사기지들과 과학자, 기술자양성기관인 이과대학이 소
재해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집중되어 있다(차명철, 2018). 고급인재, 대학 및 연구기
관, 과학연구 및 생산기능, 기술교류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과
연계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의 인구는 약 287만 명으로 북한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인구 비율도 약 2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아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생산·기능
직 인력 뿐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기술·연구직 등 고급 인력의 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도시 기준으로 인구규모 100만 명 이상 도시는 평양
이 유일하며, 산업인력 조달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그림 4-3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위치

자료: https://www.lkp.news/news/article.html?no=6368(검색일: 2020.7.4.)

평양직할시에는 다양한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
으며, 실질적으로 평양 및 일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기
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는 공장이나 기업소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
하는 공업대학이나 농업대학이 전체 대학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장대학은 현장실습에 주를 둔 전문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북한 경제 상황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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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기업소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기능이 수행되는 곳은
평양 및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학은 내각 교육성
에서 관리하는 중앙대학과 해당 도 인민위원회 교육부가 관리하는 지방대학으로 분류
된다. 중앙대학은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졸업 후에도 지역에 무관하게 직장
을 배치 받을 수 있으나, 지방대학은 소재한 도 출신자만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 후 직
장에 배치 받을 때도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평양 지역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기
위해서는 평양 출신이거나 중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므
로 평양 지역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 평양직할시의 주요 산업인력 양성 교육기관
대학명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북한 최고대학

평양의학대학

국제관계대학

평양교통대학

상세 내용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종합대학
 북한 내 정치기관 간부의 70% 이상 배출
 14개 학부 산하에 50여개 학과

 2010년 5월 김일성종합대학 단과대학으로 편입
 의학부, 기초의학부, 고려의학부, 위생학부, 구강학부, 약학부 등
의학전문가 양성
 임상의학연구소, 기초의학연구소, 유전의학연구소, 박사원 운영
 약국, 대학병원, 실습공장, 항생소중간공장, 도서관, 회관, 출판사 등
대외부문
간부 양성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대외부문 간부 양성 기관
 국제부 직속으로 외교, 무역 등 대외사업 부문의 고위간부 양성
 국제법학부, 국제경제관계학부, 무역학부, 어학부 등

철도·운수 부문의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기술자 양성
 철도운영학부, 철도기계공학부, 철도건설학부, 철도전기공학부 등

평양이과대학

기초과학부문
과학자 양성

 은정구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국가과학원 직속의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구중심대학의 성격
 수학역학부, 전자과학부, 생물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컴퓨터과학부, 조종
과학부 등

평양경공업대학

경공업부문
기술자 양성

 선교구역에 위치한 단과대학
 방직공학부·식료공학부·화학공학부·기계공학부·경공업경영학부를 설치
하고 있으며, 경공업연구소, 통신학부, 재교육반 등

김책공업종합대학

산업기술인력
양성

 중구역에 위치한 공학분야 전문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과 자원탐측공학, 광업공학부, 금속
공학부, 재료공학부, 열공학부, 선박해양공학부, 전기공학부, 자동화 공학
부, 핵물리공학부, 리공학부, 공업경영학부 등

인민경제대학

경제·행정 분야
간부 양성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국가 행정·경제 간부 양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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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특징

상세 내용

상업·서비스업  평양에 위치한 4년제 중앙급 대학
부문 전문가 양성  요리, 상업, 피복, 관광 등 서비스업 부문 전문기술자 양성

평양외국어대학

외국어분야
전문가 양성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공학 특화
연구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대성구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외국어 분야 최고전문가를 양성(영어, 중국어, 러시아, 일본어 등)
 대동강구역에 주로 위치
 생물안정성연구소, 식물유전자연구소, 생물정보연구소, 클론연구소, 줄기
세포연구소 등
 전자공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동력기계연구소, 전기연구소, 자연에네르
기연구소, 수소에네르기연구소, 물리학연구소, 수학연구소, 나노재료연구소

자료: 이석기(2020), 국토연구원 외부원고.

□ 교통인프라 여건
평양을 지나는 주요 철도망으로는 평의선, 평덕선, 평라선, 평부선이 있으며, 이들
노선은 평양공업지구와 타 공업지구를 연결하고 있다. 경의선이 시의 서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평원선, 만포선, 평남선, 승호리선 등과 연결된다. 평의선은 평양·청천강·
신의주 공업지구를 지나가며, 강계트랙터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양무궤도
전차공장, 북중기계연합소, 낙원기계연합소, 용암포조선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안주
지구탄광연합소가 인근에 위치,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된다. 평부선은 평양공업
지구를 지나가며, 인근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2·8시멘트연합기업소, 사리원방직공
장, 무연탄종합기업소가 위치, 한국 TKR과 연결된다. 평덕선 인근에는 고비탄광, 구
장시멘트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평라선은 북한 철도 중 최장길이
노선으로 평양공업지구와 동해안 주요 공업지구를 모두 관통하며 서해안 주요공업지구
와도 연결된다.
평양은 북한 도로교통의 중심지5)로 철도에 비해 운송량이 떨어지긴 하나 평양-개
성, 평양-순안, 평양-향산, 평양-원산, 평양-강동간 고속도로가 평양을 기점으로 분
포하고 있어 도로망 밀도(m/㎢)가 233.6에 달한다. 평양-남포간 도로는 서해갑문과
연결되며, 평양-초산간 도로는 국도 3호선과도 연장이 가능하다. 평양은 내륙도시로

5)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562726616(검색일: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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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직접 인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속도로를 통해 남포항과 연결되어 있다. 미림,
봉화, 남포 갑문 등이 건설되어 대동강을 통한 수운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50톤급의
작은 기선이 무연탄과 목재 등의 운반에 이용되고 있다. 항공을 이용한 이동이 보편적
으로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평양-북경 및 평양-모스크바 간 국제황공편과 평양-삼지연
간 국내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평양순안국제공항(평양국제비행
장)이 순안구역에 위치해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평양순안국제공항, 항만(남포항),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인프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쿠웨이트 기금(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도로가 완성된다면 평양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Anray Abrahamian, 2015, p. 86). 국제
공항인 순안국제공항과는 30~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림 4-4 | 평양직할시 철도망
경유 철도노선
노선

구간

도내 연장(Km)

평부선

평양-력포-개성-판문

18

평의선

평양-택암-신의주

31

평라선

간리-배산점-라진

18

평덕선

대동강-청룡-립석리금옥-송가-강동구장청년

52.5

송림선

황주-송림

11.1

은률선

은파-양동-철광

6

명당선

청룡-대원-명당

8.5

화력선

보통강-평천

3.7

평양직할시 철도망

자료: 「북한 시도별 철도 DB(평양직할시편)」,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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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여건
2019년 말 기준, 평양시에는 502개의 제조업 기업, 16개의 광산, 그리고 8개의 발
전소 등 총 529개의 기업이 확인되었다.6) 2019년 말 기준 평양시에서 확인된 제조업
기업 502개는 같은 해 북한 전체 제조업 기업 2,635개의 19.1%에 달한다. 제조업
기업 중에서는 경공업 기업이 섬유·의류 119개, 음식료 100개 등 278개, 중화학 기업
이 기계 및 전기전자 91개, 화학 72개 등 224개가 확인되었다. 기업수 기준으로 경공
업은 평양시 소재 기업의 55.4%를, 중화학 기업은 44.6%를 차지하고 있다. 경공업
부분을 보면 평양에 소재한 섬유·의류 기업 119는 북한 전체 섬유·의류 기업의 25.1%
에 해당한다. 섬유·의류 기업 중 의류기업이 92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신발가방 14
개, 섬유 13개이다. 평양 소재 의류기업 91개는 전체 의류기업 329개의 27.7%에 해
당하며, 음식료·담배 기업은 총 100개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전체 음식료·담
배 기업의 15.2%에 해당된다. 한편, 중화학공업 중 평양시에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공업(전기전자 포함)으로 91개가 소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전체 기계공업 2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중 기계 기업은 56개이며, 전기전자
기업은 35개로, 전기전자 기업수는 북한 전체 기업소의 32%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업종은 72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화학공업이며, 이는 북한 전
체 화학기업의 17.6%에 해당된다. 규모가 큰 업스트림 기업은 5개에 불과하며, 대부
분은 중소규모의 다운스트림 기업이다. 제약공장이 39개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전체 제약공장의 2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송기계 기업은 총 14개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수송기계 기업의 20.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중 자동차 기업
은 6개, 철도차량 4개 등이다. 건재기업은 북한 전체의 17.6%인 42개의 기업이 소재
하고 있다.

6) 2000년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 기준임. 주로 내각소속 국영기업이
확인되며, 외국인 기업이나 합영기업, 당이나 군 등 특권부문 소속 기업 등은 노동신문 등에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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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평양시 업종별 기업분포
대분류

경공업

중분류

평안남도 소재
기업 중 비중(%)

기업수

북한 전체 기업 중
비중(%)

음식료품 및 담배

100

19.9

15.2

섬유·의복·신발·가방

119

23.7

25.1

가구·목재·종이·잡제품

59

11.8

17.7

소계

278

55.4

19.0

중화학공업

화학

72

14.3

17.6

건재

42

8.4

17.6

1차 금속제조업

5

1.0

9.3

기계 및 전기전자

91

18.1

22.8

수송기계

14

2.8

20.3

소계

224

44.6

19.2

502

100.0

19.1

제조업 계

주: (1) 2000년 이후 노동신문에 기업명이 등장하는 기업 기준임.
(2) 노동신문은 주로 내각 소속 기업의 성과를 보도하며 당이나 군부 소속이나 관련 기업의 성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 북한기업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자료: 이석기(2020), 본 과제의 외부원고(KIET 북한 산업·기업DB를 바탕으로 작성).

2) 세부 개발계획
□ 개발계획
북한에서 발표한 차명철(2018)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총 계획면적과 조성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총
계획면적은 2㎢ 이며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 개발된다. 평양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
는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 분야의 첨단산업과 첨단공업설비 제작기지 구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판매 일체화된 첨단기술개발구’로 조성되고 있다.
한편, 한 중국 사이트에 공개된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계획을 보면, 은
정구역에 2㎢의 면적으로 산업구(0.4㎢), 생물산업구(0.3㎢), 가공무역구(0.3㎢),
소재 및 설비 산업(0.3㎢), 관리 및 서비스 구역(0.1㎢), 예비구역(0.6㎢) 및 위성과
학자거리(0.3㎢) 등으로 구성된다(搜孤, 2019.2.7.). 제1지구는 은정첨단과학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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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역으로 관리 및 봉사(서비스)구, 정보산업구, 생물산업구, 소재 및 설비산업구,
가공무역구로 전체 100ha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제2지구는 은정구역 남쪽, 용성구
역과 인접한 희망동 지역에 농축산업, 양어업, 경제작물 및 바이오매스 분야 고부가가
치 상품생산 하이테크 기업을 배치할 계획(100ha)이다.

표 4-7 |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개발 계획 개요
구분
위치

내용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동, 과학1,2동, 배산동 을밀동의 일부

계획면적

 총 2㎢ (1단계 1.4㎢, 2단계 1㎢)

유치업종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분야의 첨단산업구축과
첨단공업설비 제작기지 구축

발전방향

 연구-개발-판매 일체화된 첨단기술개발구의 조성

관할기관/ 개발사

 국가과학원/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

자료: 차명철(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5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배치계획도

자료: http://nkict.com/archives/3017(검색일: 2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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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5. 8 설립

표 4-8 |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용도별 개발계획 및 조감도
구분

용도 및 면적

주요 내용

조감도

 개발구관리위원회
관리 및 봉사구  국제과학기술교류관,
(10ha)
광고·통신서비스, 투자기업
 식당 및 상점 등 서비스업체

제1지구
(100ha)

정보산업구
(30ha)

 SW, 각종 정보처리장치 등
정보기술제품 연구생산기업 유치

생물산업구
(20ha)

 바이오 의약품·효소제품·미생물
농약·미생물 비료·생물화학제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유치

소재 및
설비산업구
(20ha)

 레이저플라즈마 장치 등 최신공업
장비개발 업체 집중배치

가공무역구
(20ha)

 의류, 경공업제품, 전자 및 부품
가공조립 위주의 가공무역기업 배치

자료: 搜孤(2019.2.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북한 국가과학원 관할 하에, 개발사인 ‘은정첨단기술산업회
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搜孤, 2019.2.7). 은정지구의 개발을 맡게 된 은정첨단
기술산업회사는 2015년 8월에 설립되어 개발구의 인프라(하부구조), 건축 및 공공시
설의 설계, 건설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무역과 일부 하이테크
기술 제품의 생산, 판매를 통해 개발구의 설립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의 타 개발구와 달리 북한에 있어서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국가과학원 하에 개발사를
두고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지식경제건설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해당 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해당 기술개발구를 직접 개발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합영/합자
개발 또는 개발구 일부에 대해 독자개발 설립을 통한 개발을 권장함으로써 외국 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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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진입도 허용하고 있다. 즉, 북한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해 합영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경영하는 개발방식 또는 외국기업이 단독투자하여 독자기업을 설립해 단독경영 개
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搜孤, 2019.2.7). 이에 따라 외국개발기업은 은정
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건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은 투자승인을 받은 후 단독
투자 또는 ‘은정첨단기술산업기업’과 합영 또는 합작방식으로 개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앞의 자료).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발전방향은 첨단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되어 ‘연구-개발-생
산-판매’가 일체화된 지역적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부터 과학연구, 기술개발,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개발과 생산경영 활동
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운영되는 지역이다(리은성, 2015, 경제연구). 또한 첨단기술개
발구내 연구기관들이나 대학들에서 파생된 기업인 스핀아웃 기업이나 과학연구기관들
과 대학, 기업창설자들의 첨단기술 기업창설을 지원해주는 기업창설지원기관(스타트
업 및 창업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을 창설운영하는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리은성, 2015, 경제연구).
북한은 이러한 첨단기술개발구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시키고 경제전반을 지식경제
로 전환코자 하며 이를 위해 첨단기술개발구 건설뿐만 아니라 개발구의 관리운영 체계
및 관련 법제도의 마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범수, 2014, 경제연구). 기업들의
연구개발능력 보유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기관들과의 밀접한 관계,
지적소유권 보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첨단기술 기업인정에
대한 세부 규정세칙들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투자혜택
북한은 첨단기술개발구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10%로 감면한다는 계
획이다. 북한에서 인정하는 첨단기술기업은 R&D 능력보유 및 R&D 사업 투자, 첨단
기술개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 창업지원기관(인큐베이터)의 존
재유무도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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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은정첨단기술개발구) 창설 결정
(2014.7.23.)

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원

설립목표
주요활동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내 공공시설 설계 및 관리운영
 기술무역의 방법과 첨단기술제품생산공정을 통한 개발구 설립자금 마련
 국가과학원의 성과물에 기초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대외기술봉사
 생산공정을 통한 생산 및 판매
 국가과학원내 130여 연구기관, 1만여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인재보유

주요 특징

 외국과의 합영/합작기업 및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내 일정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단독개발
기업 설립 장려

자료: 이수연(2019), p. 46.

3. 나선경제특구(나선경제무역지대)
1) 개발여건
□ 지리경제적 여건
지리적으로 나선특구는 행정구역상 함경북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나선특별시에 속해
있으며, 중국의 지린성 훈춘시와 러시아 하산과 인접한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전체 나선특별시 746㎢ 중에서 나선특구는 470㎢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나선시는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 두만강 연안은 주로 구릉선 산지와 평야
로 구성된다.
나선특구는 한반도종단철도(TKR), 러시아대륙횡단철도(TSR)를 비롯한 철도수송
노선과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을 비롯해 러시아 포시예트, 자루비노항 등과 인접해
있어 교역에 유리하다. 특히 나진항은 동해항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국이 ‘차항출
해(借港出海)’를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항만이자,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대상지이기도 하다. 나선특구는 무엇보다 항만, 도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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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통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반도 동해선과 TSR의 연계를 통한 북방지역 진출과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 「중조협정(2010)」7) 에 따라
‘공동개발·공동관리’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지만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남측이 전
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진출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선의 인구수는 약 20만 명으로 함경북도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나선
시의 주요 산업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나진해운대학이 있는데 수상운수 부문 기술자
및 자유무역지대 관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4-6 | 나선경제특구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나선특구

자료: 구글지도, 통일부 자료.

표 4-10 | 나선특별시의 주요 산업인력 양성 교육 기관
대학명

특징

상세 내용

나진해운대학

수상운수 부문 기술자 및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
관리자 양성

수상운수부문 기술자 및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 관리·운영 인재 육성
항해학부, 선박기관학부, 선박전기공학부, 어로학부,
수산기계학부, 조선학부, 수상운영학부 등

자료: 이석기(2020), 본 과제의 외부원고.

7) 북한은 2010년 11월 19일에 중국과 두만강 유역의 나선과 압록강 유역의 신의주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협정인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2011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계획요강」 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9일 나선에서 공동착공식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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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인프라 여건
나선특별시는 나진역을 중심으로 평라선(간리-라진)과 하북선(청진청년-라진)의
양대 간선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북한 시도별 철도 DB, 라선특별시편). 또한 나
선특별시의 철도망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한 지선인 나진-하산간 철도(54km),
중국 지린성 투먼과 연결된 나진–남양철도(150km)로 러시아와 중국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8) 북한 내에서는 평라선(781km)과 회령시와 나선을 잇는 함북선(327km) 등이
있다. 나진항에는 1,2,3호 부두에 전용 인입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며 나진역 남측에서
1개 노선으로 통합되었다. 도로는 회령, 청진, 은덕 등으로 통하고 다리 및 도로 조러
친선교는 러시아 하산과 연결, 원정에서 나선까지도 도로가 개통되었다.
나선특별시에는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 등 3개 항만이 위치해 있는데 이 중 나진항
이 대형선박의 접안 및 대규모 물류수송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09년 10월, 훈춘
-나진구간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나진항 1호 부두이용권이 중국 지린성에 부여되
었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진항 3호 부두의 이용권은 러시아에게 부여
되었다(현재까지 세 차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음).선봉항
은 나선시 상현동의 선봉만에 위치한 원유 수입전용항으로 인근에 정유공장인 승리화
학연합기업소와 석유전용 발전소인 선봉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원유를 공급하기 위한 해
저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9)

8) 북한의 국제철도망은 중국과 3곳, 러시아와 1곳이 각각 연결되어 있음. 중국과는 신의주-단둥, 만포-지안, 남양투먼 구간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와는 하산-나진간 혼합궤도로 연결되어 있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검색일: 2020.7.1).
9)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MENU_38
(검색일: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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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나선특별시 철도망
노선

경유 철도노선
구간

평라선

간리-방진-후창-라진

12

함북선

청진청년-학송청학-라진

60

두만강선

물골-두만강

9.4

홍의선

홍의-적지

1.1

승리선

선봉-승리화학련합기업소

4.2

라진항선

라진-라진항

2.3

도내 연장(Km)

나선특별시 철도망

자료: 「북한 시도별 철도 DB(나선특별시편)」, pp. 2-3.

그림 4-8 | 나진항 및 선봉항 위성사진
나진항

선봉항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7.1)

표 4-11 | 나진항 부두시설 현황
구분

길이(m)

접안능력
7천톤

1만톤

연간하역
능력(만톤)

하역장비

취급화물

사용권(기간)

비료 전용

중국(10년)

1호

1,120

2척

3척

50

· 지브 10대
· 지게형 1대

2호

864

2척

3척

150

· 지브 6대

강재, 파철원목

스위스(미정)

3호

460

-

3척

400

· 지브 7대

석탄전용, 곡물

러시아(50년)

합계

2,444

4척

9척

600

· 지브 23대
· 지게형 1대

-

-

자료: KDB(2015),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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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여건
나선특별시는 북한이 최초로 대외경제특구로 개방한 지역으로, 현재는 중국과 경제
특구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1991년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
할 때 이 지역의 제조업 기반은 승리화학연합기업소를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후에도 이 지역에 북한 국영 제조업 기업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신문 등 공식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주로 내각소속 기업)의 수는 매우 적
지만 중국 기업 및 북중 합작, 합영기업이 적지 않게 진출하고 있어 실제 나선시에 소
재하고 있는 기업은 이 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선시에는 제조업 39개, 전력 2개 등 총 41개의 기업이 확인되고 있다. 제조업 중
에서는 경공업이 음식료 13개, 섬유·의류 8개, 가구·목재·잡제품 6개 등 27개가 확인
되며, 중화학공업은 화학 5개, 수송기계 4개, 건재 3개 등을 포함하여 12개 기업이
확인된다(이하 <표 4-12> 참조). 접경지역인 나선특구는 북한 동북부 지역의 물류 중
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창고업, 운수업 등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자본이 진출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평양과
함께 합영 금융기관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주택건설
및 판매 사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12 | 나선시 업종별 기업분
대분류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분류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신발·가방
가구·목재·종이·잡제품
소계
화학
건재
1차 금속제조업
기계 및 전기전자
수송기계
소계
제조업 계

평안남도 소재 기업 북한 전체 기업 중
중 비중(%)
비중(%)

기업수
13
8
6
27
5
3
4
12
39

33.3
20.5
15.4
69.2
12.8
7.7
10.3
30.8
100.0

2.0
1.7
1.8
1.8
1.2
1.2
5.8
1.0
1.5

자료: 이석기(2020), 본 과제의 외부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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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개발계획
□ 개발계획
북한자료(차명철, 2018, p. 12)에 따르면, 라선특구는 무역 및 투자, 중계수송, 금
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총 개발면적은 470㎢이다. 향후 라진항을 연
간 1억 톤을 가진 종합적인 물류항으로, 선봉항을 연간 2천만 톤의 통과능력을 갖춘
공업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웅상항은 연간 50만 톤의 통관능력의 목재, 석탄 등 벌
크항만으로 개건 확정하여 연간 중계화물 수송량을 1억 2,50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
다. 북한은 라선특구에 6대 산업(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봉사
업, 현대적 고효율 농업)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선진 제조업기지, 물류중심, 관광중심
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산업
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중계가공무역지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나선경제무역지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경학적 입지를 바탕으로 외국
으로부터 원재료나 반제품을 도입해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무역형태인 중계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 및 서비스 기능까지 갖춘 종합적인 중계가공무역지대로 육
성하고자 하는 개발방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서는 이 외에 라선-선
봉-웅상-굴포에 이르는 연해산업지구를 형성할 계획도 명시되어 있다.
또 다른 자료인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소개」 에 따르면 ‘적지배치, 산업집
약, 대상집중’의 원칙에서 경제무역지대의 산업구들은 하나의 산업띠, 2개의 핵심구
역, 4개의 산업집중구, 8개의 산업원의 구조로 개발될 예정이다(조성찬, 2020, 국토
연구원 외부원고).10) 2개의 핵심구역은 선봉과 나진구역이고, 4개의 산업집중구는 선
봉백학산업구,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해변가관광산업구 및 굴포선진농업기술시범구
를 가리킨다. 4개 산업집중구의 위치와 세부 개발계획은 <그림 4-9> 및 <표 4-14>와
10) 2019년에 개최된 ‘라선국제상품박람회’ 중조공동관리위원회 부스에 게시되어 있던 「북중 라선경제무역지대 총
체계획(2011~2020년)」의 개발계획도에는 라선특별시 전체 면적(890㎢) 중에서 중조라선경제무역지대(470㎢)
가 표시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선봉구역과 나진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북중간 1차 개발 대상지역으로 총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성찬, 2020, 국토연구원 외부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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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중에서 핵심구역으로 구분한 선봉과 나진
구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북중간에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
다(그림 4-10). 중국과학원 사이트에 따르면, 2012년 북한과 중국은 정부간 협상을
통해 2012년 8월 <중조나선경제무역지대 총체계획(2011-2020)>, <중조 나선경제무
역지대 나진항 핵심구 총체계획(2011-2020)> 및 <중조 나선경제무역지대 선봉백학항
핵심구 총체계획(2011-2020>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 과학원 사이
트). 2개 핵심구역의 세부 개발계획도 이러한 양국간 협정에 따라 조속히 마련된 것으
로 파악된다.

표 4-13 | 나선특구(중조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라선특별시(890㎢)내 위치

개념도

계획면적

 중조라선경제무역지대(470㎢)

유치업종

 6대 산업(원자재, 장비, 첨단기술,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 고효율 농업)

배치구조

 하나의 띠, 2개의 핵심구역, 4개의 산업집중구,
8개의 산업단지

발전방향

 동북아 선진 제조업기지, 물류중심, 관광중심
 조중공동관리위원회(조중공동개발·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관할기관

주: 개념도에서 붉은색 점선 부분은 1차 개발대상지(30㎢)를 나타냄.
자료: 차명철(2018), p. 12, 조성찬 원고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제4장 사례 대상특구별 개발여건 및 세부 개발계획 ․ 81

그림 4-9 | 나선특구 4대 산업구 위치

자료: 조성찬(2020), 국토연구원 외부원고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각 도면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소개」 참조.

표 4-14 | 나선특구의 4대 산업구 면적 및 개발계획 요약
구분

면적(㎢)

주요 개발계획

선봉백학산업구

22

장비제작산업구(2.58), 경공업방직산업구(2.41), 강철산업구(2.24),
첨단기술산업구(1.99), 건재산업구(0.88) 등 5개 산업구와 상업무역구,
비파섬 생태관광지구로 계획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8

물류봉사구역(1.41), 종합보세구역(1.15), 선박수리제조구역(0.59),
항구작업구역(3.89), 상업무역중심구역(0.44), 종합봉사구역(0.51)

해변가 관광산업구

n.a

해변가의 29여개 명소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변가 특색있는 관광산업띠 형성

굴포선진농업기술시범구

n.a

굴포지구의 자연조건과 시장수요에 따라 기업 유치, 5개의 선진 농업생산기지
건설 계획(벼, 강냉이 육종기지, 수산물양식기지, 종자묘목생산기지, 농토산물
재배기지, 농산물 가공기지 등 포함)

자료: 조성찬(2020), 국토연구원 외부원고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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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나선경제무역지대의 2개 핵심구역

자료: https://www.shijiejingji.net/redianxinwen/20190504/195984.html(검색일: 2020.11.1.)

북한의 나선을 비롯하여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하산을 포괄하는 초국경 개발협력
에 관한 밑그림이 이미 중국 주도로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나선경
제무역지대 개발에 관한 총체계획 협정에 서명한 2012년 같은 해에 훈춘을 ‘훈춘국제
협력시범구’로 지정하였고, 이어 2014년에 북한의 나선,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을
잇는 초국경 경제협력지대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두만강(훈춘)국제협력시범
구종합계획」 을 편제하였다. 이 문건의 전언(前言)에는 2012년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훈춘국제협력시범구’를 근거로 지린성 정부 차원에서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작성된 구속력을 갖춘 정책문건임을 밝히고 있다(이현주 외, 2017, p.
59). 이 계획에는 중국두만강지역의 ‘창지투개발개방경제벨트’와 북중간 훈춘-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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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경제협력벨트, 그리고 중러간 훈춘-하산 초국경경제협력벨트의 연계를 통한 3
국간 초국경 경제협력 구상(안)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훈춘시 정부가 훈춘 철도
통상구 인근에 국제내륙항(국제물류센터)을 2022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11)을 발표함
으로써 3국 접경지역인 라선-훈춘-하산 일대의 국제물류수송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4-11 | 「중국 두만강(훈춘)국제협력시범구 종합계획」의 북중러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구상(개념도)

자료: 이현주 외(2017), p. 62.

□ 투자혜택12)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소개」 자료에 따르면, 라선특구의 특별장려 부문은 하부구
조(인프라) 건설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
는 부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금분야의 혜택으로는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율의 14%
이며, 하부구조 건설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기업소득세 10%이다. 특별장려 부문

11) 搜孤(2019.8.24.) “珲春国际港正式揭牌：投资10亿元打造东北亚国际物流中心”,
https://www.sohu.com/a/336119771_267106(검색일: 2020.8.10.)
12) 이 부분은 본 과제의 외부 원고(조성찬 박사)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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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 4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범위에서 감면한다.
관세 면제대상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
와 생산한 수출상품, 가공무역·중계무역·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이밖에 따로 정한 물자 등이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특혜는 기업용 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
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가 제공한다.
특히, 하부구조 건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한다. 개발기업에 대
해서는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개발기업의 재
산과 하부구조 건설,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된다.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
에게는 기업소득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범위에서 감면된다. 정해진 봉사부문
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범위
에서 감면된다. 이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하부구조건
설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재산과
하부구조건설, 공공시설운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경제무역지대에서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거주자,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 분야의 편리를 제공한다.
경제무역지대에는 금지 물자를 제외한 모든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으며 그것을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하여 다른 나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은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웅상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외국인은 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있으며, 여권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정해진 통로로 경제무역
지대에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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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업입주 수요조사 및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

본 장에서는 입주기업 수요조사와 개발기업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대상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의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특구의 투자자이면서 사용자이자, 개발사 입장
에서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구별로 진출의향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특구의 주요 개발주체이자 유치국인 북한당국과의 협력주체인 개발사를 대상으로 대상특구별 개발
동기와 유망한 개발유형 및 관리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1. 기업입주 수요조사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 특구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된 설문조사로 전문조사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조사대상지인 남포,
평양, 나선에 대해 기업의 진출(입주) 의향, 개발유형 선호도 및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를 대상으로 2020.10.26.~11.11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북한 대상특
구 진출(입주) 의향과 동기, 입주하는 특구의 개발유형과 관리운영 방식의 선호도, 입주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책지원, 북한 진출 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대북제재 상
황(요소) 등이며 조사대상 특구의 일반개황 자료와 전제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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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통일된 기준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
하는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와의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지역의 개요 설명자
료와 전제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부록 1> 에 별도 제시하였다.
표 5-1 | 조사내용
구분

항목

기업체 일반사항

 기업명,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 설립년도, 벤처인증 여부
 북한 경제특구 중 입주의향이 있는 지역

입주의향 구분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

 입주하고자하는 동기
 필요한 혜택

 북한 경제특구 입주방식
북한 경제특구 개발유형 및 관리운영
 선호하는 개발유형
방식의 선호도
 적절한 관리운영 방식
 중요한 대북제재 완화·해제 항목
북한 경제특구 진출의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
정부 정책 제안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요청사항
자료: 저자 작성.

표 5-2 | 설문조사 사전 설명자료
<조사대상 3개 경제개발구(특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위치·면적  남포시 와우도구역(1.5㎢)
남포
(와우도
입지특성  서해와 대동강을 끼고 있으며 남포항과 철도·도로 등 교통조건 보유
수출가공구) 유치업종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수출가공구) 추구
경제
위치·면적  평양시 은정구역(2㎢)
개발구
평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기관, 중간시험공장, 과학기술 대학 등 인프라 기반
입지특성
(은정첨단
 R&D-생산-판매 일체화 첨단기술개발구 추구
기술개발구)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 분야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유치업종
생산과 수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위치·면적  라선시(470㎢)
나선
경제
(나선경제 입지특성  중국 길림성 훈춘, 러시아 하산과 인접, 항만(라진항, 선봉항 등) 보유
특구
무역지대) 유치업종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업
자료: 북한자료(주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전제조건 : 본 조사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여건을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협력이 가능한 상황인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를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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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본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자에게 북한특구 입주의
향 유무를 물어본 뒤 입주의향이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남포, 평양, 나선
중에서 진출의향이 있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표본 중에서 남포, 평양, 나
선에 입주의향이 있는 표본 수는 155개로 집계되었으며, 입주의향이 없는 표본 수는
181개로 집계되었다. 북한특구 진출의향이 있는 전체 155개 기업 업체 중에서 평양
(74), 남포(41), 나선(40) 순으로 집계되어 평양에 대한 진출에 기업들의 관심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로는 ‘남북관계 등 정치적 위협
요소’, ‘이전·확장계획 없음’이, ‘협력기업·거래처와의 원거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3 순위 요인을 합친 결과로는 ‘남북관계 등 정치적 위협요소’, ‘이전·확장계획
없음’, ‘통행·통관·통신 불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3 | 유효 표본 수
입주 의향 지역

표본 수(벤처/스타트업)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41(13)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74(36)

나선 특구(경제무역지대)

40(4)

입주의향 특구 없음

18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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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요약
□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
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북한특구 진출의향이 있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제조완
제품의 생산·조립’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재·부품생산
(11.0%)’, ‘건설(9.0%)’, ‘계획·설계디자인(7.1%)’순으로 응답되었다(그림 5-2).
세 개 지역별로 보면, 평양은 ‘제조완제품 생산·조립(27%)’, ‘건설(16.2%)’, ‘계획·
설계디자인(10.8%)’, ‘AI·빅데이터(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포는 ‘제조
완제품 생산·조립(63.4%)’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재·부품생산(14.6%)’
분야가 뒤를 이었다. 나선의 경우, ‘제조완제품 생산·조립(60.0%)’, ‘소재·부품생산
(17.5%)’, ‘문화상품개발(7.5%) 순으로 나타났다(표 5-4).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제조완제품 생산·조립’의 비율이 낮은 반면에, 건설,
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분야, 계획·설계디자인, SW상품 등 분야로의 진출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무역’과 ‘북한의 1차 원료’ 등
분야에서, 나선은 ‘소재·부품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상대적
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기업들이 평양에 대해 4차 산업기술,
SW산업, 설계디자인 및 건설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포의 수출가공구 조성계획과 부합되게 우리 기업들도 무역 분야에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나선지역도 북·중·러 접경지역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최근 수년간 논의되
고 있는 초국경 수송사업에 대한 기대가 우리기업들이 나선을 제품 생산, 운송물류 분
야 진출지역으로 꼽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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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자료: 저자 작성.

지역별·기업유형별 진출 희망분야를 살펴보면, 벤처기업 표본수가 적은 나선의 경우
를 제외하면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진출 분야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은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건설’,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순으로 나타
난 반면 벤처기업은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외에 ‘SW분야’, ‘계획·설계디자인’,
‘AI·빅데이터’ 등 분야로의 진출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포와우도나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비교하여 평양은정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우리 벤처기업의 관심이 집
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포의 경우, 일반중소기업의 진출희망 분야가 주로 ‘제조완제품 생산·조립’과 ‘소
재·부품생산’ 분야에 집중된 반면, 벤처기업은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외에 ‘소재·부
품 생산’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도 높게 나타났다. 나선은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을 꼽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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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지역별 및 기업유형별 진출 희망분야
(단위: %)
구분

사례

1

2

전체

155

45.2

남포

(41)

63.4

평양

(74)

나선

(40)

벤처

입주
희망
지역
남포

평양

나선

3

4

5

6

7

8

9

10

11

12

13

11.0

3.2

0.6

9.0

0.6

1.9

4.5

3.9

7.1

4.5

1.3

5.2

14
1.9

14.6

4.9

-

-

2.4

-

4.9

-

4.9

4.9

-

-

-

27.0

5.4

2.7

-

16.2

-

4.1

5.4

8.1

10.8

2.7

2.7

10.8

4.1

60.0

17.5

2.5

2.5

5.0

-

-

2.5

-

2.5

7.5

-

-

-

(13)

53.8

15.4

7.7

-

-

-

-

15.4

-

7.7

-

-

-

-

일반

(28)

67.9

14.3

3.6

-

-

3.6

-

-

-

3.6

7.1

-

-

-

벤처

(36)

36.1

8.3

2.8

-

5.6

-

2.8

8.3

11.1

11.1

-

2.8

8.3

2.8

일반

(38)

18.4

2.6

2.6

-

26.3

-

5.3

2.6

5.3

10.5

5.3

2.6

13.2

5.3

벤처

(4)

75.0

25.0

-

-

-

-

-

-

-

-

-

-

-

-

일반

(36)

58.3

16.7

2.8

2.8

5.6

-

-

2.8

-

2.8

8.3

-

-

-

주: 1. 제조완제품생산·조립, 2. 소재·부품생산, 3. 무역, 4. 운송물류, 5. 건설, 6. 북한의 1차 원료, 7. 기획·마케팅
시장조사, 8. 연구개발(R&D), 9. SW제품 및 SW를 이용한 컨텐츠 개발, 10. 계획·설계디자인, 11. 문화상품개발,
12. 관광, 13.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 분야, 14. 기타.
자료: 저자 작성.

나. 입주하고자 하는 동기
북한 경제특구 입주동기에 대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순위 결과는 ‘저렴한 분
양가 예상(29.0%)’, ‘북한시장의 선점(18.7%)’, ‘낮은 임금(18.7%)’, ‘양질의 노
동력(18.1%)’ 순이다. 1+2+3순위 중복응답 결과는 ‘낮은 임금(61.9%)’, ‘저렴한
분양가 예상(52.3%)’, ‘양질의 노동력(49.0%)’, ‘북한시장의 선점(44.5%)’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 순위를 기준으로 지역별 집계결과를 보면, 평양으로의
진출동기는 ‘낮은 임금(60.8%)’, ‘북한 시장의 선점(56.8%)’, ‘저렴한 분양가 예상
(48.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3). 평양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 시장의 선점’
이 진출 동기로 높게 나타나 수도로서 평양이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으로서의 경쟁력과
파급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포와 나선은 대체로 ‘양질의
노동력’, ‘낮은 임금’ 및 ‘저렴한 분양가’가 순서만 다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가공 및 수출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임금과 노동
력을 해당 지역진출의 가장 주요한 동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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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진출동기

자료: 저자 작성.

지역별·기업유형별 진출동기(1+2+3순위 기준)를 살펴보면, 평양의 경우 일반중소
기업은 ‘북한시장의 선점(69.4%)’, ‘낮은 임금(52.6%)’, ‘특구혜택(52.6%)’ 등의
순으로 진출동기를 꼽은 반면, 벤처기업은 ‘낮은 임금(69.4%)’, ‘저렴한 분양가
(61.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남포는 일반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67.9%)’,
‘양질의 노동력(64.3%)’ 순으로 진출동기를 꼽은 데 비해, 벤처기업은 ‘양질의 노동
력(69.2%)’, ‘특구 혜택(61.5%)’을 꼽고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나선의 경우는 일
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낮은 임금’을 가장 주된 동기로 꼽았으나 뒤이은 요인으
로 일반중소기업은 ‘저렴한 분양가’를, 벤처기업은 ‘양질의 노동력’을 꼽고 있어 유형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벤처기업만 보면, 남포와 나선의 경우 ‘양질의
노동력’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진출동기로 꼽히고 있는 반면, 이미 북한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평양의 경우 ‘낮은 임금’과 ‘저렴한
분양가’라는 비용 요소들이 가장 주된 진출동기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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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지역별 및 기업유형별 진출 동기(1+2+3순위)
(단위: 중복응답, %)

구분

사례

저렴한
분양가
예상

전체
입주
희망
지역
남포
평양
나선

특구
혜택

양질의
노동력

북한
시장의
선점

낮은
임금

대중국
수출
기지로
활용

의사
소통
편리

천연
자원

고급
인력

기타

(155)

52.3

40.0

49.0

44.5

61.9

19.4

20.6

5.8

5.2

남포

(41)

56.1

43.9

65.9

26.8

61.0

22.0

19.5

2.4

2.4

1.3
-

평양

(74)

48.6

41.9

36.5

56.8

60.8

21.6

18.9

6.8

6.8

1.4

나선

(40)

55.0

32.5

55.0

40.0

65.0

12.5

25.0

7.5

5.0

2.5

벤처

(13)

53.8

61.5

69.2

23.1

46.2

7.7

23.1

7.7

7.7

-

일반

(28)

57.1

35.7

64.3

28.6

67.9

28.6

17.9

-

-

-

벤처

(36)

61.1

30.6

38.9

41.7

69.4

19.4

22.2

5.6

8.3

2.8

일반

(38)

36.8

52.6

34.2

71.1

52.6

23.7

15.8

7.9

5.3

-

벤처

(4)

50.0

50.0

75.0

-

100.0

-

25.0

-

-

-

일반

(36)

55.6

30.6

52.8

44.4

61.1

13.9

25.0

8.3

5.6

2.8

자료: 저자 작성.

다. 필요한 혜택(인센티브)
북한특구로의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혜택(인센티
브)을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금융 및 세제지원’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설비 등 시설보조금(15.5%)’, ‘남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보장(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 순위 중복응답 결과도 이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5-4 | 필요한 혜택(인센티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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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남포와 평양은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가장 필요한 혜택으로 꼽고 있
는 반면, 나선은 ‘설비 등 시설보조금’에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다.
기업유형별로는 평양의 경우, 일반기업은 ‘금융 및 세제지원’, ‘인력 및 복지지원’등
순으로 꼽은 반면, 벤처기업은 ‘금융 및 세제지원’, ‘시설보조금’ 순으로 나타났다. 남
포는 일반기업이 ‘금융 및 세제지원’, ‘시설보조금’ 순으로 나타난 반면 벤처기업은 이
두 분야가 같은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선도 마찬가지로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금융 및 세제지원과 시설보조금을 필요한 혜택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평양은 일
반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인력 및 복지지원’ 요소를 꼽은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금융 및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평양의 고급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양에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이전비용 지원’을 꼽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 필요한 혜택(1+2+3순위)
(단위: 중복응답, %)
구분

사례수

전체
입주
희망
지역

남포

평양

나선

1

2

3

4

5

6

7

8

9

10

(155)

73.5

33.5

52.9

16.8

23.9

34.8

12.9

7.1

36.1

8.4

(41)

75.6

24.4

63.4

9.8

36.6

29.3

7.3

7.3

39.0

7.3

평양

(74)

79.7

33.8

41.9

18.9

14.9

43.2

17.6

6.8

33.8

9.5

나선

(40)

60.0

42.5

62.5

20.0

27.5

25.0

10.0

7.5

37.5

7.5

남포

벤처

(13)

69.2

38.5

69.2

15.4

30.8

23.1

-

-

38.5

15.4

일반

(28)

78.6

17.9

60.7

7.1

39.3

32.1

10.7

10.7

39.3

3.6

벤처

(36)

75.0

41.7

55.6

16.7

8.3

41.7

22.2

11.1

25.0

2.8

일반

(38)

84.2

26.3

28.9

21.1

21.1

44.7

13.2

2.6

42.1

15.8

벤처

(4)

75.0

50.0

100.0

25.0

25.0

-

-

-

25.0

-

일반

(36)

58.3

41.7

58.3

19.4

27.8

27.8

11.1

8.3

38.9

8.3

주: 1. 금융 및 세제지원, 2. 이전비용 지원, 3. 시설보조금, 4. 기술개발 지원, 5. 산업기반시설 완비, 6. 인력 및 복지지원,
7. 산업경제활동 및 정보지원, 8.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9. 남북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 활동의 보장,
10. 북한기업과의 협업지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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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특구 개발유형 및 관리운영 방식의 선호도
가. 개발유형 선호도
입주하는 특구의 개발유형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개발 (32.9%)’,
‘남한개발사 주도형 단독개발형 특구(31.6%)’,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10.3%)’, ‘북한정부와 남한개발사간의 공동개발특구(10.3%)’ 등의 순으
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남측 개발사 위주의 개발방식을 주로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우리 기업에 있어서 낯선
방식일 수도 있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 개발사간의 공동개발 방식을 꼽은 비율이
10.3%로 높게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의 북한과의 경협에서 북한정부(기업)와의 직접
적인 협력 가능성을 기업들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평양과 남포는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개발방식’, ‘남한개발사(공기업)
주도형 단독 개발형’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나선지역은 ‘남한개발사 주도형 단독 개발
형 특구방식’,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개발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한개발사 주도형 단독 개발형 특구’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개발방식’을 포함하는 남한개발사 주도형 개발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간의 개발협력 방식(이하 <표 5-7>>의
4-6번에 해당)을 선호하는 기업은 평양의 경우 일반기업 31.6%, 벤처기업 19.5%로
나타났고, 남포는 일반기업 21.4%, 벤처기업 30.8%, 그리고 나선은 일반기업이
27.8%로 나타나 기업유형에 크게 상관없이 북한정부(기업)와의 협력방식을 통한 개
발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8

표 5-7 | 선호하는 개발유형
(단위: %)

입주
희망
지역
남포
평양
나선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전체

(155)
(41)
(74)
(40)
(13)
(28)
(36)
(38)
(4)
(36)

31.6
26.8
31.1
37.5
7.7
35.7
36.1
26.3
100.0
30.6

32.9
34.1
33.8
30.0
46.2
28.6
30.6
36.8
33.3

10.3
14.6
9.5
7.5
15.4
14.3
13.9
5.3
8.3

10.3
12.2
9.5
10.0
15.4
10.7
5.6
13.2
11.1

9.0
7.3
12.2
5.0
10.7
13.9
10.5
5.6

5.8
4.9
4.1
10.0
15.4
7.9
11.1

남포
평양
나선
벤처
일반
벤처
일반
벤처
일반

주: 1. 남한개발사 주도형 단독개발형 특구, 2.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개발특구, 3.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 4. 북한 정부(북한기업)와 남한개발사간의 공동개발특구, 5. 북한정부(북한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
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개발특구, 6. 북한정부(북한기업)와 남한개발사,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개발 특구; 나선의 경우 벤처기업 사례수가 4개에 불과해 여기에서는 일반기업 위주로 해석
자료: 저자 작성.

나. 관리방식의 선호도
입주하는 특구의 개발 후 관리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발과 관리운영 통합형
(51.6%)’,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31.0%), ‘하이브리드형 개발과 관리운영의 이원
화(16.8%)’로 나타나, 기업들은 개발과 관리운영 통합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우리측 개발사가 개발 후 관리운영까지 담당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5 | 북한특구의 관리 운영방식의 선호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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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특구 진출의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제안
가. 대북제재 완화·해제 내용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구 진출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과의 합자·합작 재기(40.0%)’, ‘대북 무역투자
금지의 해제(32.3%)’,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 철회(11.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양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북한
과의 합자·합작 재개’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로 생산 가공수출 등 제
조위주의 특구인 남포와 나선은 ‘대북무역투자 금지의 해제’, ‘북한과의 합자·합작 재
개’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평양은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북한과의 합
자·합작 재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포는 ‘대북무역투자 금지의 해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선도 일반기업의 경우 대북 무역투자 금지의 해제를 꼽은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경우는 ‘북한과의 합자, 합작 재개’, ‘대북 무역투자
금지의 해제’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5-8 |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내용
(단위: %)

입주
희망
지역
남포
평양
나선

구분

사례수

전체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
철회

대북
세컨더리
국제전략
무역투자
보이콧
물자통제의
금지의 (제3자제재)
해제
해제
해제

기타

(155)

40.0

11.6

32.3

7.7

7.7

남포

(41)

34.1

9.8

43.9

9.8

2.4

-

평양

(74)

47.3

14.9

24.3

5.4

6.8

1.4

나선

(40)

32.5

7.5

35.0

10.0

15.0

-

벤처

(13)

30.8

7.7

38.5

23.1

-

-

일반

(28)

35.7

10.7

46.4

3.6

3.6

-

벤처

(36)

44.4

19.4

27.8

2.8

5.6

-

일반

(38)

50.0

10.5

21.1

7.9

7.9

2.6

벤처

(4)

50.0

-

50.0

-

-

-

일반

(36)

30.6

8.3

33.3

11.1

16.7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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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합자, 합작
재개

0.6

나.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북한 경제특구로 입주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에 대한 1순위 결과
로,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중단’이 74.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
한 1+2+3순위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통(통행·통관·통신)
불편’,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문제’, ‘고급인력 및 기술력 부족’ 등의 순서로 나타났
다. 북한 경제특구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1순위 결과는 ‘평화정전협정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부의 입주지원(경제적 지원)’, ‘인프라 사업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 순위 결과는 ‘평화정전협정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 ‘정부
의 입주지원(경제적 지원)’,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 북한특구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7 | 북한특구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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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구 입주와 관련하여 기업입장에서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바에 대한 개방형 조
사항목에는 이하 <표 5-9> 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5-9 | 정부당국에 대한 요청사항
구분

설문지상 기재된 주요 답변 요약

정치상황 변동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 기업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관리 및 세금완화 조치가 필요
-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 필요
-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경제특구에 진출해있는 사업체의 가동이나 지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 추진 필요
-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여 정치적 요소로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개성공단과 같이 불시에 중단되는 일이 없게 남북이 확고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

정부의 지원

- 경제활동을 하는데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 경제적 지원이 특히나 요구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가
입 필요
- 북한 경제 특구 입주를 장려하기 위한 안전성과 그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 그 후부터 부차적인 입주 지원(경제적, 제도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이 특히나 요구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가
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남북 협력, 관계
개선, 평화 先구축
기타

- 국제사회 설득 진정한 남북경협을 위해 북과의 협상, 합의가 중요
-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책 추진(정책의 지속성)
- 평화 정전협정 조속 실행과 개성공단 재개 및 조속 경제교류 협력 촉구
- 평화정전협정 및 남북간 협력 증진
- 소기업, 소상공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

자료: 저자 작성.

2.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
북한특구 개발에 대한 개발사 입장에서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특구개발에 관한 경
험을 보유한 국내 메이저 건설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대상은 공기업 1개사, 민간기업 4개사(D사, H사, H사, S사)의 업무경력 7년
이상의 부장(차장)급 5인이며 설문문항은 <부록 2>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조사의 목적
은 향후 남북협력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의 개발방식에 관한 국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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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개발사업 담당자의 전문 의견을 취합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는 데 있다. 조사는 1차
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
문문항 초안을 바탕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의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추가 또는 보완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
에서는 1차 조사에서 취합된 간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문항을 보완하여
본 조사로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북한특구 개발의 대북제재 여건에 대한 전제조건에 관해 응답자에게
사전설명을 통해 인지토록 하였으며 3개 조사대상지의 개발방향과 해당 북한법규에서
제시된 개발방식과 관리 등에 관한 참고자료를 앞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통일된 전제조건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설문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이 외에도 일부 문항, 특히 개발유형(방식)과 개발관리운영 구조 등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와 사전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응답자에게 통일된 응답조건을 제공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상기 조건 하에 실시된 2차 심층면접조사의 결과이다(표 5-10 참조).

표 5-10 |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석자(조사대상)
주요 내용

1차

2차

 2020.8.24. 서울 광화문 일대 회의실

 2020.10.22. 서울 광화문 일대 회의실

 공기업 및 민간개발사 소속 총 5인

 공기업 및 민간개발사 소속 총 5인

 조사목적과 배경 설명

 1차 간이조사 결과 설명

 간이조사 실시

 조사 전제조건 및 관련 정보 공유

 조사방향과 문항에 관한 토론

 본 조사 실시

주: 1, 2차 심층면접조사 모두 COVID-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됨.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 조사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북한특구의 개발사업에 진출 의향

북한특구 개발 동기 및
유망한 개발유형

 북한특구 개발(진출)동기
 북한특구 개발이 가능해 질 때 유망한 개발방식과 이유, 갖춰져야 하는 조건
 SPC 구성 시 건설투자(CI), 재무적 투자(FI) 비중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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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유망특구별 개발유형과
운영관리 구조의 선호도

 조사대상 특구별 개발유형과 선택이유
 조사대상 특구별 적합한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 유형과 선택이유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고려 특구와 이유
 애로사항(리스크 요인) 선택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업입장에서 정부당국 요청사항에 대한 자유기술

자료: 저자 작성.

본격적인 심층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북한특구의 개발에 대한 대북제재
여건을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
협력이 가능한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를 가정하고 있음을 응답자들에게 주지시켰
다. 이는 응답대상자들에게 북한특구 개발 가능시점에 대한 통일된 전제조건을 제시함
으로써 보다 정확한 응답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표 5-12 | 심층면접조사 시 전제 조건(대북제재 완화 단계 시나리오)
구분

단계

북한특구 개발관련 추진 가능사업(예시)

대북제재완화
초기단계

1단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경협사업 재개
 남북합의 공동특구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실무협의 추진 가능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

2단계

 개성공단 사업 확장, 금강산관광사업 확대 등 기존 1단계 사업의 확대 가능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
협력 가능

3,4단계

 북한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각 종 기반시설에 관한 대규모 투자 가능
 특구와 특구간, 특구와 주요 배후지 또는 항만·공항간 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
연결사업 본격 추진
 특구내 생산 재화의 대미, 대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 가능
 특구 주변 지역의 주택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및 건설사업 추진 가능

대북제재 대폭
해제 단계

자료: 양문수 서면자문(2020.1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이외에도 본 조사에서는 개발주체별로 6개의 개발유형과 3개의 개발 및 관리운영 구
조로 구분하여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특구개발 유형에 관해서는 정형화된 구분이 없
으며 특구여건에 따라 개발사의 투자 판단, 해당국 정부의 의도 외에도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개발유형을 개발주체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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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구별 개발방식과 운영관리 구조에 있어서의 개발사 차원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했
으며, 개발 및 관리운영 구조도 통합형과 이원화형, 그리고 남한의 전문적인 지원기능
이 추가된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발유형과 관리운영구조
의 구분은 이하 <표 5-13>과 <표 5-14>와 같다.

표 5-13 | 본 조사에서의 개발유형 및 개발/관리운영 구조 구분
구분

개발유형
(개발주체별)

개발·관리운영
구조

유형

내용

1

남한개발사(공기업) 주도형 단독개발형 특구

2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

3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

4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특구

5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6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 컨소시엄

1

개발과 관리운영 통합형(개발사가 관리운영까지 담당)

2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개발사와 관리운영조직 분리)

3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하이브리드형: 개발, 관리운영, 관리운영지원기구)

자료: 저자 작성.

표 5-14 | 본 조사에서의 개발과 관리운영 구조 구분
구분

유형

설명

1

개발과 관리운영 통합형

개발사가 개발 후 관리운영까지 담당

2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

개발과 관리운영조직이 분리, 개성공단 사례

3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
(하이브리드형)

개발, 관리위원회, 남한의 공단관리운영 지원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결과요약
(1) 북한특구 개발동기 및 유망한 개발유형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특구 개발사업에 진출참여 의향
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많음’이 4인, ‘많은 편임’이 1인으로 나와 북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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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개발동기 1순위로는 ‘건설
및 개발 분야 북한시장 선점’, ‘북한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국내시장 한계에
따른 신시장 개척’, ‘개발수익의 실현’, ‘기존 합의한 사업권의 실현’ 등으로 5명의
응답자가 모두 다른 응답을 표시하였다. 이는 각 기업의 성격, 주력 사업 분야 및 북한
사업 직접 수행 경험 여부 등 상이한 배경에 기인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사의 경우는 ‘북한의 건설 및 개발 분야의 시장선점’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동기로 꼽았으며,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 등 북한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H사의 경우는 ‘기존 합의된 사업의 지속화’를 가장 우선적인 진출동기로 꼽았다.
그 외에 민간 개발사의 경우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에 따른 신시장 개척’과 ‘개발수익
창출’을 위한 북한사업 진출을 주요 동기로 꼽았다. 한편, 1+2 순위 동기를 살펴보
면, ‘건설 및 개발 분야 북한 시장 선점’이 가장 높게 집계되어 결국 북한 내 건설 및
개발 분야로의 사업 점유가 가장 주요한 동기로 꼽히고 있다.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북한특구 개발이 가능해 질 때 유망한 개발유형(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양국 민관개발협력 컨소시엄 개발형’을 꼽은 응답자가 3인, ‘남북 국
영기업간 컨소시엄’을 꼽은 응답자가 2인으로 나타났다. ‘양국 민관개발협력 컨소시엄
개발형’을 꼽은 이유로는 양국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와 북한이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발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남한단독 사업추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발유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 특
구개발에 대한 남북한 당국 및 민간의 선택과 조율이 필요하고 참여방식 등에 대해 남
북간 합의와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남북 국영기업간 컨소시엄’을 꼽은 이유로는 북한의 니즈와 계획경제를 감안
했을 때 이 개발방식이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남북 국영기업간
협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향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국 민관개발협력
(PPP)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는 북한의 참여방식(재정, 투자금 확보)이 명확해야 할 것이며 정부재정 등 재원확
보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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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 북한특구 개발이 가능해질 때 유망한 개발유형, 선택이유 및 갖춰야 하는 조건
개발유형

선택 이유

갖춰야 하는 조건

 양국 정부간 협력이 필요하며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특정지 특구개발에 대한 남북한 당국 및
방식이 바람직
민간의 선택 및 조율
양국
 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간기업이 개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보장)
민관개발협력  기존사업(금강산 개발, 개성공단)은 남한주도로 추진
컨소시엄
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방향은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  참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개발형
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에 남한 단독의 사업추진은
합의 필요
(3)
추진환경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남한(공  예를 들면 북한이 출자하는 자본, 현물
기업, 민간)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주를
등의 가치에 대한 남북간의 공감도 등
이룰 것임
남북
국영기업간
컨소시엄
(2)

 북한의 직접개발 참여 희망(주도성 확대, 법·제도 정
 북한의 참여방식(재정, 투자금 확보 등)
비 등)
 북한의 니즈와 계획경제를 감안, 최적의 모델임.사업
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국 민관개발협력 컨소시  정부재정 등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
엄(PPP) 지원형태로 발전 예상

자료: 저자 작성.

민간개발사에 대한 질문으로, 국영기업(LH)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북한특구 개발
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 건설투자(CI) 또는 재무적 투자(FI)의 비중과 기대효과에 관
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건설투자자로서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개발사로서 사업리스크를 고려한 판단으로,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 보다는 건
설투자로서의 지분참여를 통해 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시공이익 또는 시공 후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6 | 공기업(L사)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고려하고 있는 역할(비중) 및 기대효과
구분

응답 내용

1

 개발도상국 진출에 있어서 초기 정부의 재무적 투자비율은 거의 절대적(OECD자료)
 SPC 구성 시 건설투자 지분으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고 FI 비중은 민간건설사가 매우 적음

2

 초기에는 가장 최소화된 금액으로 건설투자(CI) 참여 예상됨
 파일럿 사업의 참여로 사업 시장 선점효과

3

 LH 50%, CI 50%(건설·조성공사를 통한 건설이익, 우량부지 선점), 단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를
보장할 경우 가능

4

 재무적 투자보다는 건설투자로서의 비중이 클 것이며 건설투자를 통해 시공을 통한 시공이익 또는
토지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 기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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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별 개발유형과 운영관리 구조의 선호도
먼저, 수출지향형 남포 와우도경제개발구의 개발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형’ 2인, ‘북한 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
형’ 2인이 각각 응답했으며 그 외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 및 외
국기업과의 컨소시엄’유형이 응답되었다. 초기 파일럿 사업모델로서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방식으로의 개발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북한 정부(기
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 방식을 응답한 응답자는 외국기업의 참여를 굳
이 독려할 필요는 없으며 남북간의 사업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남포지역이 높은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 보면, 남포
지역은 과거 경협이 논의되었던 곳으로 ‘남한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 또는 ‘북한정
부(기업) 및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형’이 보다 유망한 개발방안으로 조사되었
다. 이 외에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
시엄’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수출지향형 개발구의 특성상 중국 개발기업 등
다른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되었다.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관한 질문에 5명 중 3명의
응답자가 ‘개발과 운영의 이원화(하이브리드형)’를 선택하였고, 다른 2명의 응답자는
각각 ‘개발과 운영 통합’과 ‘개발과 관리운영의 이원화’를 선택하였다. 개발과 운영의
이원화(하이브리드형)는 개발 후 관리운영은 북한정부가 주도하고 남측이 체계적인 경
험전수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로서 개발사, 관리위원회, 남측 지원지구(또는 조
직)의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남측개발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헷징이 가능한 한편 남
측의 지원을 통해 북한이 운영사업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관리운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및 입주기업들의 안
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초기 단계에서는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고 점차
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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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의 개발유형과 개발·운영관리 구조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방식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

개발
유형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선택이유
 과거 대우공단이나 평화자동차 개발사례
 초기 파일럿 사업모델로 적합
 수출, 첨단산업 육성 등 우선적 개발 필요
 외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는 없음
 남북간의 사업만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외국기업을 입주기업
으로 투자유치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임
 수출지향형으로 중국개발 기업도 유치 필요
 공동개발 하의 관리는 북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체계적인 경험
전수 체계 운영

개발/
운영관리
구조

개발과 운영 이원화
(하이브리드형)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퇴출시기가 자유로와야 함
 남한기업으로서는 개발사업 위주, 북한은 운영사업 위주로 이원
화 필요
 남한기업은 리스크 헷징 가능, 북한은 관리운영 역량강화 및 계
획 통제 가능

개발과 운영 이원화

 BIZ 모델 및 수익 창출방식 차이 있음(투자, 자금회수, 금융구조)

개발과 운영 통합화

 북한도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원화로 가야 하나 투자자
들의 투자심리 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는 통합운영을 하고
점차 이원화하는 방향이 적합

자료: 저자 작성.

첨단기술형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유형을 묻는 질문에 5명의 응답자 중 3
명의 응답자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 방식을 꼽았다. 그
외 2명의 응답자는 각각 ‘남한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과 ‘북한정부(기업)와 남
한개발사,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 컨소시엄’을 꼽았다.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경
우 북한이 첨단산업 육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허가 취득 시 오히
려 북한과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개발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반
면, 북한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수요에 기반하여 남한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공
기업은 지원)을 통한 IT, BT 등 소규모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이 외에도 평양이 가진 고급인력과 인프라 조건에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개발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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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관한 질문에 5명 중 3명의 응답자가 ‘개발과 운영의 이원화(하이브리드형)’를 선택하
였고, 다른 2명의 응답자는 각각 ‘개발과 운영 통합’과 ‘개발과 관리운영의 이원화’를
선택하여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와 거의 유사한 답변이 제시되었다.

표 5-18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유형과 개발·운영관리 구조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방식

선택이유
 수출, 첨단 산업육성 우선적 개발필요

개발
유형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북한 인허가 취득 시 용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는 없음. 남북간의 사업만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외국기업을 입주기업으로 투자유치하면 해결이 가능
할 것임
 수요자인 남한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공기업은 지원), IT·BT 등 소규
모 첨단산업단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개발의 매력도가 가장 높은 지역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컨소시엄
 공동개발 하의 관리는 북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체계적인 경험전수
체계 운영

개발/
운영관리
구조

개발과 운영 이원화
(하이브리드형)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퇴출시기가 자유로워야 함

개발과 운영 이원화

 BIZ 모델 및 수익 창출방식 차이 있음(투자, 자금회수, 금융구조)

개발과 운영 통합화

 북한도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원화로 가야 하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는 통합운영을 하고 점차 이원
화하는 방향이 적합

 남한기업으로서는 개발사업 위주, 북한은 운영사업 위주로 이원화
필요. 남한기업은 리스크 헷징 가능, 북한은 관리운영 역량강화 및
계획 통제 가능

자료: 저자 작성.

종합형 특구인 라선경제특구의 개발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5명 중 4명의 응답자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꼽았고 나
머지 1명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 컨소시엄을 꼽았다.
라선은 북한과 중국간 공동개발·공동관리 개발협약이 이루어진 곳으로 타 경제개발구
와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와 참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기업과 컨
소시엄 구성을 통해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외, 북한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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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개발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발과 운영관리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 5명 중 3명의 응답자가 ‘개발과 운영의
이원화(하이브리드형)’를 선택하였고, 다른 2명의 응답자는 각각 ‘개발과 운영 통합’
과 ‘개발과 관리운영의 이원화’를 선택하였다. 앞의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와 평양 은
정첨단기술개발구와는 달리 라선은 지역범위가 광범위한데다가 이미 중국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조약이 취해져 있는 곳이므로 개발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운영을 이원화하되
남측이 관리운영상의 노하우와 체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9 | 라선특구(경제무역지대)의 개발유형과 개발·운영관리 구조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방식

선택이유
 중국의 기득권(북중 공동개발 관리조약)

개발
유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방식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 및  대규모 복합단지로 중국,러시아의 수요도 고려필요
 라선은 타 경제개발구에 비해 남북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 가능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조건이 될
수도 있음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지정학적 위치로 중국과 러시아 투자 가능
(공기업, 민간),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 참여가능
국제금융 컨소시엄
 공동개발 하의 관리는 북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체계적인 경험전수
체계 운영

개발/
운영관리
구조

개발과 운영 이원화
(하이브리드형)

 남한기업으로서는 개발사업 위주, 북한은 운영사업 위주로 이원화 필
요. 남한기업은 리스크 헷징 가능, 북한은 관리 운영 역량강화 및 계획
통제 가능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과 운영통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현재의 추진
상황에 맞추어 갈 수 밖에 없음

개발과 운영 이원화
개발과 운영 통합

 BIZ 모델 및 수익 창출방식 차이 있음(투자, 자금회수, 금융구조)
 기존 북중의 관리위원회에 남한이 참여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세 개의 특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특구를
묻는 질문에는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3명),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2명)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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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꼽은 이유로는 IT 고급인력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가장 높은 성장가능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포 와우
도수출가공구를 꼽은 이유로는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
어서 유리한 여건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평양공동선언(2018. 9.19)’에서 남북
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유망 사업지로 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5-20 | 우선 진출이 필요한 특구 및 이유
특구

선택이유(자유기술)
 가장 발전단계가 높은 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큼

 평양 인근의 우수한 IT인력을 활용가능(판교테크노벨리화)
평양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평양은정은 북한에서 인프라, 노동력 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서 과거 한국의 수도권 핵심공업
단지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임. 사업여건, 사업추진 가능성, 성공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수출산업육성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남북간 합의사업(서해경제공동특구 개발)의 초기 사업모델로 가장 적합

자료: 저자 작성.

(3) 북한특구 개발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수요
향후 북한특구 개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1순위 결과
는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개발중단 위험’을 2인이 꼽았으며, 그 외에 ‘개발 후 안
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미비’, ‘막대한 개발자금 확보 문제’, ‘송금 및 외환관리,
회계투명성’이 각각 꼽혔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로는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
한 개발중단 위험’, ‘막대한 개발자금 확보 문제’, ‘개발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
도적 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입주기업 수요조사에서도 기업들이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개발 중단위험’을 꼽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외부환경 요인을 배제한다면,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집계되었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는 ‘평화
정전협정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개발컨소시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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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간 소통 원활화를 위한 조정기구, 특구 내 개발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
(조직)의 보완, 개발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등이 꼽혔다. 1순위
와 2순위를 합친 결과로는 ‘평화정전협정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개발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특구 내 개발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조직)의 보완’ 등이 꼽혔다.
향후 북한 특구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입장에서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바를 묻는 자유
기술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금 회수에 관한 안정성 보장 장치로, 기업이 북한특구 개발 참여시 북한
리스크를 감안한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보증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다. 남북경
협교역보험, 정부재정(남북협력기금) 확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등 확대를 통
한 금융지원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AP(Availability Payment) 등도 제기되었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 노력을 통한 실제 사업화 준비로 특정프로젝트의 제안을 통해
UN제재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투자기업에 대해 정보 공유로, 북한특구 개발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인 기업들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
었다.

표 5-21 | 정부에 대해 요청사항
응답자
1
2

3

선택이유(자유기술)
 남북합의 사항에 대해 일관성 유지
 본격적인 경협 대비 남북경협기금 준비, 남북경협 추진 관련 남북공동 고위급 기구 구성(소주 사례)
 특정 프로젝트의 제안을 통한 UN제재 완화방식 추진
 개발사업 참여시 북한 리스크 감안한 정부보증 필요, 남북경협부보·정부재정지분 투자확대, 최소운영
수입보장금(MRG) 확대 필요
 북한의 현실과 계획경제 시스템 감안한 정책 필요
 북한은 현재 직접 시공개발운영하려는 니즈가 있으므로 이러한 북한의 니즈를 감안한 정책 필요

4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 보장장치 마련

5

 정부가 북한 특구 개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 실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과의 정보공유는 거의 없으므로 실제 사업주체들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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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현황과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특구별로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핵심요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방안을 검토하였다.

1.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종합
여기에서는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앞서 분석된 내용을 중심
으로 특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재확인하고 그 의미와 도출과정을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 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특
구의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성요소를 조작적으로 선정하였다. 가령, 기업입장
에서 어떠한 상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느냐를 비즈니스 모델
의 주요 요소로 본다면, 개발사 입장에서 북한에서 지정한 특구라는 상품을, 그 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어떻게 개발하느냐로 돌려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조작적 해석을 통해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3개 요
소를 특구의 ‘가치제안’, ‘특구 사용자(기업)’ 및 ‘특구 개발·관리 방식’으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다. 특구의 ‘가치제안’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북한의 법률과 관련 문
헌 및 세부 개발계획을 통해 각 특구별로 유치국 정부인 북한이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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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특구 개발에 대한 북한정부의 개발방향은 주로
개발구 밖과의 연계성, 자체 기업의 개발역량 제고, 특구내 업종의 고도화 추구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곧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자립경제’의 기반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발사 입장에서 특구 개발에 북한이 자국기관이나 기
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구 내 업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고
려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개성공단과 같은 사례와 같이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북
한내 영역인 특구개발의 플레이어로 담당하는 것은 더 이상 북한정부의 개발방향과 부
합되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 해당 유치국 정부와 외국기업과의 협력방식인 PPP 방식
을 북한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북한의 학술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북한도 자국의 기관
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개발과 운영방식의 습득, 활용 및 타 지역으로의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서 특구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구의 실제 사용
자인 입주기업의 수요(니즈)는 기업수요 조사를 통해 특구별로 진출동기와 선호하는
개발 및 관리유형 및 정책지원 방안 등에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실제 북한특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해 국내 주력 개발사 전문가들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및 조사과정을 통
해 이하에서는 각 대상 특구별로 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해당
특구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1 |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의 도출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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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1)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의 개발에 대해 북한은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
지향형 가공구’로의 개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북한의 개발구에서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란 과거 외국기업 의존
식의 개발이 아닌 북한 자국 기업의 개발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북한의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와우도수출가공구
는 지방급 경제개발구1)로서 중앙기관이 직접관리하는 중앙급 경제개발구와는 달리 해
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즉 남포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구이다. 따라서
특구의 가치제안은 남포시 인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정부(기업)2)
의 참여를 통한 공동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특구로 제안할 수 있다.
특구 사용자인 기업 진출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기업들은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에 대해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로의 관심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특구에 비해 ‘무역’과 ‘1차 원료 생산’ 분야의 진
출의향도 높게 나타나,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수출가공구라는 특구 유형과 기능에
부합하고 있다. 입주동기로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양질의 노동력’을 꼽고 있어
대도시 평양과 주변 지역에서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방식으로는 개발사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남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형’과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형’이 같은 비중으로 높게 나
타났으나, 앞서 북한의 정책방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이 자국 기업의 참여를 통

1) 「경제개발구법(2013)」 제2장 제14조에 따르면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가 중앙특수 경제지대지도기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북한정부(기업)은 남포시 인민위원회와 같은 정부(또는 산하 관리위원회 등의 기관), 또는 북한기업(기업소)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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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의 조인트 벤처
를 통한 공동개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남한개발사 컨소시엄에는 공기업
외에 민간기업과 외국기업 등의 지분참여 방식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
은 쑤저우 공업원구의 싱가포르 컨소시엄에 싱가포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의
참여를 통한 개발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본 연구의 <표 2-5> 참조).
관리운영체계는 북측의 남포특별시 인민위원회 산하의 현지관리위원회가 관리운영
을 맡되, 남측 개발사 또는 남측 기관이 체계적인 공단관리운영에 관한 경험전수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적합하다.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의 경우, 유치국(중국)에 경험과 지
식전수를 전담하는 연락기구의 기능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의 개발사로 참여했던 일본의 국가기관(JICA)이 개발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관리
운영 기능을 측면지원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 와우
도수출가공구의 경우, 지방급 경제개발구로서 북한정부가 지방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했다고 본다면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체제를 별도로 구성하기 보다는, 띨라와 경제특구와 같이 개발에 참여한 우리 공기업
이 현지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리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발 및 운영의 이원화(공동개발, 유치국 기관 운영, 협력국
관리운영 지원)의 하이브리드형 모델로, 북한에게는 특구 관리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남한에게는 단기적인 이익관계가 아닌 장기적으로 북한과 신뢰
및 협력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연관 분야로의 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남북 개발운영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의 기대
효과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에 있어서 북한로컬시장 및 대중국 수출가공형 업종의 판
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포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내 생산시설의 본격 가동
및 대중국 수출 교류 확대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남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한
현지사업으로의 경협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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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기대효과
사업화 핵심요소

상세 내용

특구가치 제안

 북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선진적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특구
 타 지역과 생산소비 연계 추구형 특구

특구사용자(기업)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무역, 북한의 1차 원료 생산 등 분야 기업
 남한 개발사(공기업, 민간, 또는 외국기업) 컨소시엄과 북한 컨소시엄간 공동개발 방식

개발방식 및
관리운영 체계

기대효과

 공동개발 후 관리운영은 북한의 관리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북한이 주도하되, 남측이 체계적
인 경험전수 등을 지원하는 체계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및 띨라와 경제특구 사례 참조
 북한로컬 및 대중국 수출가공형 업종의 신시장 개척
 남포를 중심으로 북한내 생산시설의 가동 및 대중국 수출가공을 통한 소득창출
 남포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분야로의 사업확대 가능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2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개발 및 관리운영 체계도(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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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중앙급 개발구로서 다른 개발구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국가과학원’ 관할 하에 개발사(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를 통한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한정부의 강한 정책추진 드라이브가 나타나고 있는 개발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은정과학지구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지구들에 첨단기술개발구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경제전반을 지식경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연구시설과 대학을 기반으로 첨단기
술 분야의 인재양성부터 과학연구, 기술개발,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개
발과 생산경영 활동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운영되는 개발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 기업창설자들의 첨단기술
을 바탕으로 기업창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기업창설지원기관(스타트업 및 창
업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3) 등)을 창설 운영하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을출, 2019a, pp. 16-17)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당지역의
개발협력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특구개발의 가치는 “스
타트업 육성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기반 형성”으로 제안할 수 있다. 세부 사업
(예시)으로는 남한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캠퍼스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 구축이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타트
업 캠퍼스는 ICT 관련 기관, 협회 및 전문기업이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벤처
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을 통해 기업창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 단지’는 이러한 기능을 집적시켜 놓은 특화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폴계 비정부기구(NGO)인 조선익스체인지가 평양에서
2017년부터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앙일보,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0)」 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
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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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3.)
앞서 기업수요 조사에서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기업 진출의향을 파악한
결과,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의 진출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분야와 계획·설계·디자인, SW 제품 개발 등
분야로의 진출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유형별로도 연구개발(R&D), SW 제
품 개발, 계획·설계·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제조기업 보다는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의 진
출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가진 기술 및 고급인적 역량을 활용한
기술기반의 산업분야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발방식은 북한의 개발사인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으로 은
정첨단기술개발구에 스타트업 오픈플랫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특구별 세부개발계획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에 외
국기업이 북한기업과 합작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 외에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는 있으나, 남북관계에 있어 남한기업 단독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데다 무엇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스타트
업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한개발사(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협력하
여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앞서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평양은정
개발구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 단독투자 보다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간 공동개발 유형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설문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진출조사에서도 선호하는 개발유형을 묻는 질문에 평양에 대
해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또는 남한개발사 위주의 개발형을 꼽은 기업이 64%로 높게
나타났으나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간의 개발협력’ 방식을 꼽은 비율도 25.8%
로 적지 않은 기업이 북한정부(기업)와의 협력방식을 통한 개발에도 유연하고 개방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운영 구조면에서도 북한의 관리위원회(국가과학원)가 관리하되 우리가 공동개
발하는 ‘스타트업 오픈플랫폼 단지’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 그룹이 상주하여 경
험과 노하우, 관리운영 방안을 지원해주는 협력시스템이 작동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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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과 관리운영체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북한의 기술기반 스
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고급인재를 활용한 R&D 남북기술협력 토대 마련할 수 있고, 셋째, 은정첨단기
술개발구의 스타트업 오픈플랫폼 시범협력사업을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
표 6-2 | 판교테크노벨리 사례
구분

주요 내용

판교테크노벨리 전경

가치(유형)  정보기술(IT) 첨단산업 클러스터
용지

 454,964㎡

착공

 2006년 착공, 2011년 기업입주 시작

시행사/
사업비

 경기도(경기도시공사대행), 5조 2,705억원

특성

 입주기업 중 IT, 바이오 기술(BT), 문화기술
(CT), 나노기술(NT) 분야 기업비중 96% 이상

입주기업수  약 1,306개사(2016년말 기준)

성공요인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기도 주도 추진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자족기능 강화
 입주기업 편의 고려한 맞춤형 단지 설계
(대규모 블록형 부지배치 및 중소형 규모
블록과 개별 필지 배치)

한계점

 산학연 연계기능 부족(인근대학 부재)
 높은 임대료로 인한 초기 스타트업의 입주
어려움 등

자료: 조선비즈(2017.12.4.), 판교테크노벨리 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3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기대효과
사업화 핵심요소
특구가치 제안
특구사용자(기업)
개발방식 및
관리운영
체계
기대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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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지원
 스타트업 캠퍼스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 구축(판교테크노벨리)
 AI, 빅데이터등 4차 산업분야, 계획설계디자인, SW 제품 개발 등 분야 기업
 북한기업(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과 남한개 발사 컨소시엄 공동개발
 관리는 북한의 관리위원회(국가과학원)
 남측과 공동개발하는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에서는 우리나라 전문인사들이 상주하여 경험과
노하우, 관리운영방안 지원해주는 협력시스템 구축
 북한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가능

그림 6-3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 체계도(예시)

자료: 저자 작성.

3) 나선특구(나선경제무역지대)
나선특구는 북한 내륙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 최인접 접경지역이면서 중국과 ‘공동개
발·공동관리’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된 경제개발구와 큰 차이
점을 가진다.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나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경제개발구법」의 적
용을 받으나, 나선특구는 자체 특구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밖에
도 나선특구는 북한이 추진한 최초의 경제무역지대로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와 협력으로
인프라 개발사업이 일정부분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라선경제특구에 6대 산업(원자재 공업, 장비공업, 첨단
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고효율 농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선진 제조기지, 물류
기지, 관광중심지 및 종합적인 중계가공무역지대로 조성한다는 목표와 라선-선봉-웅
상-굴포에 이르는 연해산업지구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항만개발계획으
로, 라진항은 연간 1억톤의 통과능력을 가진 종합적인 물류항으로, 선봉항은 연간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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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톤의 통과능력을 가진 공업항으로, 웅상항은 연간 500만톤의 통과능력을 가진 목재
와 석탄 등 벌크전용항으로 개건확장하여 연간 중계화물수송량을 1억 2,5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국제화물수송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훈춘을
2022년까지 국제내륙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라선-훈춘-하산 등 3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수송노선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나선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개 산업구(선봉백학산업구, 라진항 국제물류산업
구, 선진농업기술시범구, 해안관광지구) 중 라진항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파일럿 프
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라진항 국제물류산업구는 총 8㎢의 면
적으로 그 안에 물류서비스구역, 종합보세구역, 선박수리제조구역, 항만작업구역, 상
업무역중심구역, 종합봉사구역 등 다양한 기능구가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나선특구에
대한 가치 제안은 ‘국제수송노선 개발에 따른 동아시아 초국경 물류거점형 특구 개발’
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진출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수요 조사에서 나선지역에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
야 업종의 진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진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선이 가진 항만, 철도 등 물류수송
인프라 여건과 더불어 3국 접경 문화관광 협력4)을 활용한 관련 분야의 기업진출 수요
가 확인된 것이다.
개발방식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
엄’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방식
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이미 중국의 기득권이 있는 지역으
로서 남북한간 협력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참여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외국기업
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여러
문헌에서 북한이나 중국은 과거에서부터 주로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간 협력사업을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에 있어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양자협력에 대
4)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사업은 2013년 중국의 제안 이후 러시아
하산 정부와 북한의 나선시 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림금숙(2015),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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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담도 일정부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에서 과도
한 자본투입이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를 제3자(한국기업)이 참여함으로
써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측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라진항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국경 물류수송망을 함께 활용하여 한반도
동해안 물류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개발 후 관리운영은 북한의 관리위원회가 담당하되, 남측은 남측지원기구를 통한 특
구내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하고 특구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 종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과 관리운영체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북한 라진항 개발연
계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통한 북한의 개발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해당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나진항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물류
거점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해당지역에서 개발자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확보함으로써
타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다. 북한은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로, 관광업, 호텔업과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지역적 선점 및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참여가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우리기업의 수요조사에서도 문화상품 개발 분야의 진출비율도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집계된 결과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4 | 라선자유무역지대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기대효과
사업화 핵심요소
특구가치 제안
특구사용자(기업)
개발방식 및
관리운영 체계

기대효과

상세 내용
 ‘라진항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초국경 국제물류허브 조성
 라진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국제물류산업구 개발 프로젝트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분야, 소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분야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국영, 민간)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관리는 북한의 관리위원회가 담당
 남측은 남측지원기구를 통한 특구내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특구 관리운영체계 지원 제공
 북한 라진항 개발연계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통한 북한의 개발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해당
지역개발에 기여
 나진항 국제물류산업구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물류거점 확보
 해당지역의 관광업, 호텔업과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 확보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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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 라선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관리운영 체계도(예시)

자료: 저자 작성.

3. 북한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1) 투자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법제도 개선
(1) 4대 경협합의서의 이행
남북경협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최초의 남북간 합의서인 4대 합의서의
이행이 필요하다. 4대 합의서는 투자보장, 상사분쟁,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합의서
를 말하며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남북이 협의하여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사안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트).5)
5)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171&mid=SM00000535&
limit=10&eqViewYn=true&odr=news&eqDiv= (검색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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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3년에 남북한의 국회(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이 해부터 발
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 향후
북한특구 개발협력을 포함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기존 합의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
천할 수 있는 후속조치(후속합의서의 체결 포함)를 취해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더욱 명료하게 하고, 이행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합의서의 실
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양문수, 2020, 국토연구원 서면자문).

(2)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남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발효되어 있
으나, 그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다.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에 관해 제3자인 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맡겨 중
재인의 판정에 복종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이다(원용수, 2004,
p. 4). 개성공단의 경우는 2013년에 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던 도중 중단되었다. 남
북한이 기존의 합의문에 따른 분쟁중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상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
한 중재위원회의 구성 문제부터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국
과 같이 남북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3국의 중재인을 참여하게 해서 상사중재위원
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남북경협의 분쟁해결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중재 체제를 통한 남북간 상사분쟁 해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양문수, 2020, 국토연구원 서면자문).

(3) 투자금 회수에 관한 안전성 보장장치 마련
기업의 북한특구 개발 및 입주 참여시 투자금 회수에 관한 안정성 보장장치로서 정
부의 기업에 대한 사업보증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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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개발사가 북한특구 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개발중단 위험’이 꼽힌 것과 같이 기업입장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례와 같이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금 회수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요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경협·교역보험의 보장한도 확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경협보험’은 공
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남북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
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모두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
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장치이다(안철경 외, 2018, KIRI 리포
트).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기업이 총 2,94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의 자료,
2018). 본격적인 대북 특구투자에 앞서 특구 개발기업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남북경협·
교역보험의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재정(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통일부 사이트).
2020년 남북협력기금은 약 1조 9,000억 원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정체되면서 집행률은 낮은 실정이나 향후 북한의 특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치국의 정치리스크 헷지를 위한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의 정치리스크 보험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제투자보증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
해 1988년 설립된 월드뱅크 그룹6)의 국제기구이다. 한국이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LH가 국제투자보증기구
의 일정규모의 채무보증액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용준, 2020, 국토연구원 서
면자문). 다만, 북한이 이 국제투자보증기구의 정치리스크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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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뱅크 회원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특구가 개발이 가능한 시점인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에서 월드뱅크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SI투자자,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의 참여 확대
(1) 전략적 투자자(SI)로서 해외개발 및 인프라 전문 지원기관인 KIND, EDCF,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의 참여와 지원 필요
개발사 심층면접조사와 기업입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들이 예상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입주기업은 경제적 입주지원을, 개발사는 개발재원조달 문제해결을 위
한 충분한 사전 준비 등을 각각 꼽았다. 특히 북한특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투자
자로서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공적자금의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띨라와 경제특구는 일본의 JICA를 비롯하여 민간기업, 일본무역
보험(NEXI) 및 기타 은행의 참여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특구 개발에 있어서 중요
한 재원조달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이현주 외, 2019, p. 135). 또 다른 해외사례로
살펴보았던 쑤저우 공업원구에서도 싱가포르 컨소시엄 구성사에서 테마섹이라는 싱가
포르 국부펀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지분은 공개되
지 않았으나 싱가포르 재무부 100% 소유의 국부펀드가 참여했다는 자체로도 함께 컨
소시엄에 참여하는 다른 민간기업들에게는 투자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한 기업 관계자는 민간기업으로서 리스크를 동반한 재무적 투
자는 일종의 배임행위로 간주될 정도로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향후 북한특구 개발에 있어서 일본과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내부 협력체제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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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의 실질적 참여
특구 개발에 있어 해외 특구 개발의 많은 경험을 보유한 싱가포르 샘콥, 베트남 베카
맥스 등 개발사의 참여를 통한 컨소시엄 구성은 그 자체로 개발사가 짊어지는 투자리스
크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 사례에서 보면 싱가포르 컨소시
엄에서 4개 다국적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특구 개발에
있어서 국내 개발사(공기업, 민간)와 외국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은 제3국에서의 특
구개발협력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선진적인
개발과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3) 국제금융의 참여
국제금융의 참여 역시 북한 개발사업의 재원조달과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종 불확실성에 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
회와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여건 개선 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특구 및 관
련 인프라 개발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남북 정상간 “남북 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
채택 및 파일럿 사업 제안
(1) 남북간 “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 채택을 통한 남북정상간 정책적 드라이브
강조 필요
북한특구 개발과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
서 남북정상간 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 채택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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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그 자체로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적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추구하는 개발방식과 개발원칙에 기반하여 선진적인 개발과 관리운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북한도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특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속한 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베트남 개발에서 일본은 베트남과 공동이니셔티브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통해 베트남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가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베트남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독려
하였다(강우철, 2020, p. 38). 이 외에도 앞서 검토한 세 개의 해외특구 사례 모두
정부차원의 탑다운식 개발협력으로 시작되어 강한 추동력을 가지고 추진된 것을 확인
하였다. 남북간에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남북관계 등의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남북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안)”을 채택하여 강력한 정책적 드라
이브를 걸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북한의 유망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북한과 파일럿
사업화에 합의하여 추진
구체적인 파일럿 사업에 대한 남북 양자간 추진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의 선별적 해제 또는 완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사 심층면
접조사에서 한 전문가는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한 응답자는 특정 프로젝트의 대북
제안을 통해 UN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망
한 특구에 대한 개발비즈니스 모델을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간 파일럿 협력사업으로 추
진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현재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 나아가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 등과 같은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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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 북한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구분

주요 내용
 4대 경협합의서의 이행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투자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법제도 개선

 투자금 회수에 관한 안전성 보장장치 마련
· 정부사업보증 확대
· 남북경협·교역보험의 보장한도 확대
· 남북협력기금 효율적 활용 등

 전략적 투자자로 KIND, EDCF,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참여 추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SI 투자자,
 Sembcorp, Becamex 등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개발사의 참여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의 참여 확대
 국제금융 참여, MIGA 보험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 등
남북간 파일럿 사업 추진 논의

 남북 정상간 “남북 특구개발 공동이니셔티브” 채택을 통한 정책적
드라이브 추진
 특정 파일럿 사업의 구체화 논의 및 대북제재 여건 완화 노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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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론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향후 남북경협 여건이 마련되어 북한특구 개발이 가능해 지는 시점에 대
비해 북한의 특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현재 북한이 추진
하고 있는 27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에서 유형별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는 특구 세 곳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핵심요소인 특구의 가치제안,
고객, 개발방식과 관리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특구개발 방식과 원칙에 대한 정책니즈를 검토하였으며 각
대상 특구별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북한특구를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내 개발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북한특구에 입주하는 대상인 기업들
을 대상으로 특구별 입주의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특구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특구 모두 과거 남측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주도했던 경험
과 달리 북한정부(기업)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관리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북한 자체의 특구 관리운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남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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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을 지원하면서 협력관계를 지속시키고 타 분야로의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가장 적합한 협력모델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협력 체제는 국가대 국가간
특구 개발협력 사례인 쑤저우 공업원구, 띨라와 경제특구 사례 등에서 성공요인으로
간주될 정도로 유치국가에 있어서 신뢰와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북한특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비해 투자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주체의 참여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파일럿 사업의 제안 등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기업 입장에서 향후 여건 개선 시 북한특구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특구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북측 자료들의 검토와 특구 진출 및 개발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과 개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유형별로 북한특구 입주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개발사 입장에서의 개발 및 관리방식에 관한 전문 의견들의 취합
함으로써 북한특구 진출에 관한 논의를 기존 연구보다 현실적으로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여건이 개선되어 북한특구의 개발협력이 가능해진다면 다양한 방식을 놓고
남북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인데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남
북 당사자간 실질적 논의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북한연구의 특성상 사례 특구의 세부적인 요건들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부
족, 북한정부의 직접적 정책의향에 기반한 실제 개발면적과 방식 등에 대한 가정들이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연구에서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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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and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era of Inter-Korean
Cooperation
Lee Hyunju, You Hyunah, Yim Youngtae, Kim Mina, Lee Seogki, Cho Sungchan

Key words: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Business Mode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business model to
prepare for commerci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in developing
North Korea's special zones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ditions. Among the 27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currently being pursued by North
Korea, three special economic zones are expected to be able to cooperate by
type, focusing on the key factors, the value proposal, customer, development
method & management operation system. To this end, various research methods
were used, including a review of available North Korean data and a survey of
companies and developers who could be the main players of special zones and
development.
Unlike the experience of the South unilaterally leading the development in the
past, the three special zones decided that the joint development method would
be effective in cooperating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corporate), and

SUMMARY ․ 145

proposed a cooperative system to support the South's management and
operation.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solve investment risks, participation of various cooperative entities to
promote stable projects, and proposal of pilot projects to promote practic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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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 1: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조사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조사
<조사배경>
○ 북한은 현재 27개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홍보해 오고 있음. 향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완화된 상황에서는 남북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한 합의 등을 토대로 주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본 조사는 북한 유망 특구지역 중 한 곳인 남포(와우도·진도 수출가공구) 지역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기업의 진출(입주) 의향, 개발유형 선호도 및 예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의 완화로 북한으로의 국내 기업 진출이 가능한 경우를 가정

<조사대상 3개 경제개발구(특구) 개요>
구분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경제
개발구

경제
특구

평양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나선
(나선경제
무역지대)

주요 내용
위치·면적
입지특성
유치업종
위치·면적
입지특성
유치업종
위치·면적
입지특성
유치업종

남포시 와우도구역(1.5㎢)
서해와 대동강을 끼고 있으며 남포항과 철도·도로 등 교통조건 보유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수출가공구) 추구
평양시 은정구역(2㎢)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기관, 중간시험공장, 과학기술 대학 등 인프라 기반
R&D-생산-판매 일체화 첨단기술개발구 추구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 분야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라선시(470㎢)
중국 길림성 훈춘, 러시아 하산과 인접, 항만(라진항, 선봉항 등)보유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업

자료: 북한자료(주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조사내용>
○ 북한 대상특구 진출(입주) 의향과 동기
○ 입주하는 특구의 개발유형과 관리운영 방식의 선호도
○ 입주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책지원
○ 북한 경제특구 진출 관련 전반적인 의견(추진체계 및 기타 필요한 고려요인)

<전제조건>
○ 본 조사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여건을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
협력이 가능한 상황인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를 가정함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 이현주 부연구위원(044-960-0240, hjlee@krihs.re.kr) /
유현아 부연구위원(044-960-0310, hayou@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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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1】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귀사는 다음의 북한 경제특구 중 가장 입주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앞에서 제시한 북한의 경제특구별 특징을 참고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선택)
①
②
③
④

남포
평양
나선
입주

(☞ Ⅱ 응답 후
(☞ Ⅱ 응답 후
(☞ Ⅱ 응답 후
의향 특구 없음

Ⅲ 남포 특구 문항으로
Ⅳ 평양 특구 문항으로
Ⅴ 나선 특구 문항으로
(☞ 선문 1-1 응답 후

이동)
이동)
이동)
조사종료)

【선문1-1】 (선문 1에서 ④에 응답한 경우만)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어도 북한의 남포, 평양, 나선 등의 경제특구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협력기업·거래처와의 원거리

② 이전, 확장 계획 없음

③ 자금조달의 어려움

④ 통행·통관·통신 불편

⑤ 남북관계 등 정치적 위협요소

⑥ 제품 판매시장 확보 어려움

⑦ 고급 인력 및 기술력 부족

⑧ 기타(

)

Ⅰ. 기본사항
1. 기업명

(

3. 소재지

)

2. 업종 번호

(

)

시/도

4. 주요 생산품

(

)

5. 연간 매출액

총 (

)천만원

6. 종업원수

7. 현 입주면적

총 (

)(㎡ 혹은 평)

8. 소유구분

총 (
 자가

※ 기본 현황은 본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업종번호 :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번호 기재(주요 업종 단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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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임차

[산업분류]
대분류

업종번호
1

업종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12

제조업
외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13

출판업

1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5

연구개발업

16

전문 서비스업

17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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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또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답하세요>
1. 설립년도

(

)년

3. 업종 번호

(

)

구분

벤처기업/
스타트업

2. 벤처인증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번호

업종명

번호

업종명

1

AI

7

보안

2

모바일

8

이커머스

3

공유플랫폼

9

바이오

4

ICT

10

의료기기

5

핀테크

11

기타(______________)

6

블록체인

※ 벤처기업·스타트업의 경우 통일된 업종분류 기준이 없으므로 분석의 편의상 일부 업종만 나열하였으며 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분에 상세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 대상 기업 구분
- 벤처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부인증(벤처인증)을 보유한 기업
- 기술기반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기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설립기간 7년 미만의 창업기업

Ⅱ. 북한 남포 경제 특구 기업 입주 수요
【문1】 귀사가 북한 남포 경제특구에 입주할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① 제조 완제품 생산·조립

② 제조 원료, 부품 생산

③ 무역(판매, 유통)

④ 운송, 물류

⑤ 건설

⑥ 북한의 1차 원료(농수산·광물) 가공

⑦ 기획·마케팅, 시장조사(설문), 컨설팅

⑧ 연구개발

⑨ SW 제품 및 SW를 이용한 컨텐츠 개발

⑩ 계획‧설계, 디자인

⑪ 문화상품(음악·영상, 출판, 광고 등) 개발

⑫ 관광

⑬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 분야
)

⑭ 기타 (

【문2】 북한 남포 경제특구에 입주하고자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150

),

2순위(

), 3순위(

)

① 저렴한 분양가 예상

② 특구혜택(세제, 금융지원 등)

③ 양질의 노동력

④ 북한시장의 선점

⑤ 낮은 임금

⑥ 의사소통 편리

⑦ 대중국 수출기지로 활용

⑧ 천연 자원

⑨ 기타(

)

【문3】 귀사에서 북한 남포 경제특구로의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결정할 때 다음 혜택(인센티브)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금융 및 세제지원

②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이전비용 지원

③ 설비 등 시설보조금

④ 기술개발 지원

⑤ 산업기반시설 완비

⑥ 인력 및 복지 지원

⑦ 산업경제활동 및 정보 지원

⑧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⑨ 남북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보장

⑩ 기타(

)

Ⅲ. 북한 남포 경제 특구 개발유형 및 관리운영 방식의 선호도
【문4】 귀사에서 북한 남포 경제특구로 입주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① 사업장이나 공장별도 신설(신규투자)

② 기존 사업장(공장)의 단순 이전

③ 기존 사업장(공장) 이전 및 추가 투자

④ 기타(

)

【문5】 귀사에서 북한 남포 경제특구로 입주하신다면, 해당특구의 어떤 개발유형(방식)을 선호하십니까?
① 남한개발사(공기업) 주도형 단독개발형 특구
②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예: 개성공단)
③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
④ 북한정부(북한기업)와 남한개발사간의 공동개발 특구
⑤ 북한정부(북한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개발 특구
(예: 중국 쑤저우 공단의 싱가포르 컨소시엄과 중국 컨소시엄간 조인트벤처)
⑥ 북한정부(북한기업)와 남한개발사,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개발 특구
⑦ 기타(

)

☞ 「북한개발구법(2013)」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 “경제개발구에서는 하부구조(인프라) 건설 부문과 첨단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
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규정,

【문5-1】 해당 개발유형(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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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귀사에서 북한 남포 경제특구로 입주하신다면, 해당특구의 어떤 관리운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① 개발과 관리운영 통합형(개발사가 관리운영까지 담당)
②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개발과 관리운영조직이 분리) ※ 개성공단(남측개발사, 관리위원회)
③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개발, 관리위원회, 공단관리지원기구)
④ 기타(

)

【문6-1】 해당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

Ⅳ. 북한 남포 경제 특구 진출의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 제안
【문7】 귀사가 해당 경제특구 진출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항목을 선탁해 주십시오.
① 북한과의 합자, 합작 재개

②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 철회

③ 대북 무역투자 금지의 해제

④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 해제

⑤ 국제전략물자통제의 해제

⑥ 기타(

)

【문8】 귀사에서 북한 남포 경제특구로 입주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중단 위험

② 통행, 통관, 통신(3통) 불편 등 사업여건 미성숙

③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문제

④ 고급 인력 및 기술력 부족

⑤ 물류비용 증가 등 채산성 부족

⑥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문제
)

⑦ 기타(

【문9】 귀사에서 북한 남포 경제특구로 입주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필요한 순위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평화정전협정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

② 인프라 사업환경의 개선

③ 정부의 입주지원(경제적 지원)

④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조직)의 보완

⑤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보장

⑥ 고급인력 및 기술력 부족문제 해결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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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10】 북한 경제특구 입주와 관련하여 기업입장에서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바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성명
응답자 정보

연락처
(휴대폰)

부서
-

-

직책

【별문】 본 설문조사를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시행사
나. 개인정보이용 목적: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휴대폰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조사완료 및 최종보고결과 보고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즉시 폐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답례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국토연구원의 “북한 경제특구 기업입주 수요조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 외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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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개발사업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 경제개발구 개요>
구분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경제
개발구

경제
특구

주요 내용
위치·면적  남포시 와우도구역(1.5㎢)
입지특성

 서해와 대동강을 끼고 있으며 남포항과 철도·도로 등 교통조건 보유

유치업종

 선진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수출가공구) 추구

위치·면적  평양시 은정구역(2㎢)
평양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나선
(나선경제
무역지대)

입지특성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기관, 중간시험공장, 과학기술 대학 등 인프라 기반.
북측은 R&D-생산-판매 일체화 첨단기술개발구 추구

유치업종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물공학 분야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위치·면적  라선시(470㎢)
입지특성

 중국 길림성 훈춘, 러시아 하산과 인접, 항만(라진항, 선봉항 등)보유

유치업종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업

자료: 북한자료(주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조사대상 경제개발구 관련 주요 법제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하부구조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

토지이용권
개발방식
토지임대차
계약

경제
개발구

관리기관

 기업은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할 수 있다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부합하는 방식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을 정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등을 조직가능

관리

관리원칙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 가진다
개발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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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기업의 독자성 보장,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 국제관례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부구조 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개발방식
개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기업에게 하부
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허가해 주어 개발하는 방식, 개발당사
자들 사이에 합의한 방식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 가능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 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추진 가능

토지리용권과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건물의 양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짐.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함
라선
경제
특구

관리기관
관리

경제
무역
활동

 관리위원회는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

관리위원회

 경제무역지대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 작성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 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투자장려·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대상설계문건의 보관, 독자적인 재정
관리체계 수립, 기업의 경영활동 협조 등

기업권리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채용,
노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이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

지대밖 북한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무역지대 밖의 북한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기업과의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경제거래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경제개발구법(2013),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

<전제조건>
◦ 본 조사에서는 특구개발 대북제재 완화·해제 여건을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협력이 가능한 “대북제재 완화심화단계”를 가정함
구분

해당단계

북한특구 개발관련 추진 가능사업(예시)

대북제재완화
초기단계

1단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경협사업 재개
남북합의 공동특구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실무협의 추진 가능

대북제재 완화
심화단계

2단계

개성공단 사업 확장, 금강산관광사업 확대 등 기존 1단계 사업의 확대 가능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조성협력에 관한 남북간, 남북중 또는 국제금융
협력 가능

3,4단계

북한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각 종 기반시설에 관한 대규모 투자 가능
특구와 특구간, 특구와 주요 배후지 또는 항만·공항간 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
연결사업 본격 추진
특구내 생산 재화의 대미, 대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 가능
특구 주변 지역의 주택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및 건설사업 추진 가능

대북제재 대폭
해제 단계

자료: 양문수 서면자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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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사항
작성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자 이메일

해당분야 경력(년)

관심분야

/

Ⅱ. 북한특구 개발 동기 및 유망한 개발유형(개발방식)
【문1】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귀사(귀하)는 북한특구(또는
개발구)의 개발사업에 진출(또는 참여)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없음

② 적은편임

③보통

④많은편임

⑤ 매우많음

【문1-1】 (문1에서 ③~⑤번 응답, 진출의향이 있는 경우만) 귀사(귀하)가 북한특구(또는 개발구)를
개발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①
③
⑤
⑦

), 2순위(

), 3순위(

개발수익의 실현
국내시장 한계에 따른 신시장 개척
북한개발에 기여
기존 합의한 사업권의 실현

)
②
④
⑥
⑧

북한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건설 및 개발 분야 북한 시장 선점
남북 평화협력에 기여
기타 (
)

【문2】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북한특구 개발이 가능해 질 때 유망한 개발유형(방식)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③
⑤
⑦

남한(공기업) 주도형 개발
국제컨소시엄 개발형(국제금융 참여)
양국 민관개발협력 컨소시엄 개발형
기타 (
)

② 남한(공기업 및 민간기업) 주도형 컨소시엄
④ 남북 국영기업간 컨소시엄
⑥ 북한(국영기업) 주도형 컨소시엄

【문2-1】 해당 개발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2】 해당 개발유형이 가능해 지기 위해서 갖춰줘야 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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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귀사(귀하)가 국영기업(LH)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북한특구 개발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
건설투자(CI) 또는 재무적투자(FI)의 비중과 기대효과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유망특구별 개발유형과 운영관리 구조의 선호도
【문3】 유망특구별(남포, 평양, 라선)의 개발유형과 운영관리 구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란에 ○
표기하여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방식(개발유형)
남한 주도형 개발

북한정부
북한
북한정부(기업)와
(기업)와
남한개발사
남한공기업 남한공기업, 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선택
남한공기업
및
민간기업, 남한개발사 (공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 및 이유
주도형
(공기업)간
외국기업과의
민간기업 외국기업
국제금융
단독개발
공동개발특구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a-1)
(b)
(c)
(a-2)
(a-3)
(e)

구분

수출
지향형

남포
3-1

첨단
기술형

평양
3-2

경제
종합형
특구

라선
3-3

경제
개발구

※ 본 조사에서의 개발유형 구분

개발
유형

남한개발사(공기업) 주도형 단독개발형 특구

a-1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

a-2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컨소시엄 개발특구

a-3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간 공동개발특구

b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c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공기업 및 민간기업),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 컨소시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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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유망특구별(남포, 평양, 라선)의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란에 ○ 표기하여
주시고 이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 방식
구분

경제
개발구
경제
특구

개발과 운영
통합 ①

수출
지향형

남포
4-1

첨단
기술형

평양
4-2

종합형

라선
4-3

개발과 운영
이원화 ②

개발과 운영
이원화 ③

기타 ④

선택이유

※ 개발 및 운영관리 방식 구분
① 개발과 관리운영 통합형(개발사가 관리운영까지 담당)
②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개발과 관리운영조직이 분리) ※개성공단(남측개발사, 관리위원회)
③ 개발과 관리운영 이원화(개발, 관리위원회, 남한의 공단관리운영 지원)
④ 기타(

)

※ 개발 및 운영관리 방식에 관한 참고 설명
구분

설명

개발과 관리운영의
통합형 ①

입주기업에 편리, 개발사 입장에서 수익창출 모델 지속

개발과 관리운영의
이원화 ②

유치국(북한)의 관리운영 역량강화의 기회, 입주기업에 불편 초래 가능성(관리비 상승 가능성 등)

【문5】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시 귀하(또는 귀사)가 상기 세 개의 특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특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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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포

이유:

② 평양

이유:

③ 라선

이유:

Ⅳ. 북한 특구 개발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수요
【문6】 향후 북한 특구 개발 시 귀하께서 예상하시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개발중단 위험
개발과정에서 개발물자와 인력의 통행·통관 제약 문제(3통 문제 등)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문제
컨소시엄 참여기업간 소통 문제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북한정부간 소통문제
개발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미비
막대한 개발자금 확보 문제
송금 및 외환관리, 회계투명성
낙후된 인프라
기타 (
)

【문7】 귀하께서 판단하시는 애로사항(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평화정전협정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
정부 최고지도자간 협의와 강력한 정책드라이브 추진
특구 및 인프라 개발사업 환경의 개선(3통 문제 해결 등)
북한정부의 특구개발 지원(노동력 확보에 관한 지원 등)
개발컨소시엄간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
개발컨소시엄과 북한정부간 소통 원활화를 위한 조정기구
특구 내 개발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조직)의 보완
개발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기타 (
)

【문8】 향후 북한특구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입장에서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바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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