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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산업화 논의의 북한 적용
박 지 연* 1)
❖요 약❖
본 논문은 어떠한 경우에 산업화가 해당 국
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북한 사례를 탐색한
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개발도상국들이 보유
한 특징과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일반성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 접근 모델’을 도출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분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통합적 접근 모델은 정책내용
과 정책이행 측면의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다.
정책내용은 성장부문과 지속성부문의 논의를
다루며, 정책이행은 대외환경과 대내환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분석결과, 한국전쟁 후
북한의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
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지향적인 산업화의 추진 때문이었으며 둘
째,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비우호적인 국제 환
경 및 불안정한 국내정치 상황 때문이었던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지속가능 산
업화는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부가가
치 생산 비중의 침체, 수출 규모의 급감 뿐 아니
라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으로 인해 발전적인 이행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유사한 연구가 부재
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산업화
를 이해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와
지표의 설정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산업화,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 산업화, 북한

Ⅰ. 서론
유엔은 2015년 전지구적 발전을 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안하면서 경
제성장과 직접 연계된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1) 기존
의 새천년개발목표가 인간개발 이슈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퇴치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DOI: 10.35390/sejong.26.1.202002.002
*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1) UN. “SDGs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9 (검색일: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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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산업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서 산업화란 좁은 의미로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진화되는 과정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근대
화와 관계가 있는 사회 변화를 뜻한다(KOICA 2015, 180). 산업화는 다양한 측면에
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으나 모든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던 것을 아니다. 예컨대 한국전쟁 후 추진된 남한의 산업화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화의 결과로 남한은 2018년
기준 1인당 GNI 40,020달러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2) 반면 북한의 산업화는 1970년
대 초까지 약 10%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3)에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어왔다. 어떠한 경우는 산업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
본 논문은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북한의 과거 산업화의 문제점은 무엇
이었으며, 최근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북한이 가지는 특징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산업화에 관한 연구들과 국제사회의 지속가
능 산업화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례를 검토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특징은 북한 산업화의 주 목적이 경제성장
일 것이라는 가정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성은 북한이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구에 반영한다.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Ⅱ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지속가능 산업화에 대한 기존 논의 등을 검토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한다. 이후,

Ⅲ장에서는 북한의 기존 산업화를 검토하며 Ⅳ장에서는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를 탐색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2) UN. “National Account.” https://unstats.un.org/unsd/snaama/Basic (검색일: 2020.1.20.).
3) UN. “National Account.” https://unstats.un.org/unsd/snaama/Basic (검색일: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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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틀: 통합적 접근 모델
1.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산업화 논의
산업화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은 산업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다루
어왔다. 선행연구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산업화의 개별 사례를 탐색한 연구들과 국가
군들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특정 국가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경우는 개별 국가의 산업화에 대한 정책결정의 배경과 이행 환경 등을
주로 다룬다. 예컨대 많은 연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례 없는 산업화의 성공사례
로 다루면서 당시 정책 결정의 배경에 집중한다. 류상영(1996)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산업화 전략은 미국의 신고
전주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이익이 수렴되었다는 측면에
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류상영 1996, 156-157). 조수현
(2009)은 국가가 외부 압력에 대해서 국내 경제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변형시키는가에
따라 세계경제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국가중심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례를 서술한다(조수현 2009, 163).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베트남 파병
은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과 연계되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조수현 2006,
165-169). 한편 중국의 산업화를 다룬 윤상우(2005)는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핵심을
발전국가 체제로 설명하고, 국가 중심의 통제에 기반을 둔 중국 산업정책의 결정과
이행이 경제성장을 추동해나간다고 주장한다(윤상우 2005, 142-153). Xia(2000)와
Walder(1996) 또한 중국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개발독재’ 성격의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다. Zhu(2003)의 경우, 강력한 국가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국영과 민간의 이원적인
산업화 추진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한다. 요컨대 동아
시아의 성공사례로서 한국과 사회주의 개방개혁의 성공 사례로서 중국의 경우 우호적
인 국제환경에 기반을 둔 정책의 이행과 국가 중심의 산업화 정책의 결정이 산업화가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은 산업화 정책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 먼저 Fagerber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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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pagen(2002)의 경우 기술혁신이 제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의 상관성을 낮추기
는 하지만, 초기 산업화에서 제조업 발달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서술
한다. Szimai(2010)은 1950년부터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제조
업 성장과 관련한 기술진보가 제조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군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
국가 전반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Szimai 2010,
417). Chakravarty and Mitra(2009)는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고도 산업화 단계에서도 여전히 제조업과 관련되 다양한 활동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Greenaway and Nam(1988)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확대가 해당 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수출을 통해 제조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Greenaway and Nam 1988).
요컨대 기술개발 및 수출 확대와 연계된 제조업의 발전이 산업화 정책의 주 내용인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산업화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화의 특징은 정책 결정 및
이행의 환경과 정책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다. 정책 결정과 이행의 환경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존재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국제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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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을 경우 산업화 정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산업화
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산업화 논의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가 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일지라도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컨대, Cherniwchan(2012)
은 157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동안의 산업화에 대하여,
생산액이 1% 증가할 때마다 황 배출 규모가 11.8%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Cherniwchan 2012, 457-458). He(2008)은 산업화 심화에 따른 아황산가스 배출
밀도의 지속적인 증가가 만성 질환의 인구 비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호흡
기 질환자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다. 더욱이 Ebenstein(2012)는
중국을 대상으로 산업화 진행으로 수질이 1등급 낮아지면, 소화기 암 사망률이 9.7%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결국 지속적인 산업
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여왔다. 산업화
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연구들 중 오용선(2004)은 한국 산업화의 지속가능성을 OECD
지속가능지표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예컨대, 한국의 산업화를 압력-상태대응으로 구조화하여 1970년대의 강력한 압력요인이 현재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기원
으로 제시하였으며 압력의 구체적인 요소로서 생산기술의 성격 등을 다룬다(오용선
2004, 271-272). Geng et al.(2007)은 환경 친화적인 산업화 전략이 선진국에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함의를 제공
한다고 주장한다(Geng et al. 2007 122). 특히 중국 사례에 대하여 Ayres(1996)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원 공급의 효율성 개선을 강조한 것과 달리 Geng et al(2007)
은 국가 차원의 자원 공급 구조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화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Geng et al. 2007, 124-125). 한편 Luken et al.(2011)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
는 산업화 논의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지표들을 경제지표, 사회지표 및 환경지표 등으
로 구분하고 국가 그룹별 지속가능발전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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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를 통한 제조업의 비중 증가는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이며, 제조업의 증가는
고용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Luken et al. 2011). 한편 환경 요인으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경우, 낮은
배출 강도와 약간의 배출량 증가라면 지속가능 발전에 해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Luken et al. 2011, 171-172).
최근 유엔 또한 지속가능 산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엔의 9번째 지속가능발
전 목표(SDG 9)는 회복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을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해당 목표는 세부목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인프라 부문, 산업화
부문, 과학기술혁신 부문, 환경 부문 등 4개의 부문으로 구분된다(KOICA 2015,
183). 이중 산업화 부문, 과학기술혁신 부문, 환경 부문은 본 연구의 지속가능 산업화
와 유사한 개념들로 판단되는 바, 본 장에서는 해당 부문의 세부목표4)를 탐색한다.
첫째, 세부목표 9.2와 9.3은 산업부문에 해당한다. 세부목표 9.2는 고용과 국내총생
산에서 산업부문의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부목표 9.3은 소기업과
기타 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시장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세부목표 9.4는
환경부문으로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증대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업 변화 정책의
이행을 권고한다. 셋째, 세부목표 9.5와 9.b는 과학기술 혁신 부문이다. 세부목표
9.5는 R&D 지출을 증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부문 기술역
량 업그레이드 할 것을 제안한다. 세부목표 9.b는 기술개발, 연구,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각 세부목표의 지표에는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산업에서 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대출이나 신용이 있는 소규모 산업의 비중,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주민 백만 명당 연구자의 수, 전체 부가가치 중 중고급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등이 있으며, 각각을 목표와 연계하여 구조화하면 <그림 2>와
같다.

4) UN. “SDGs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9 (검색일: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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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 산업화 논의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산업화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진 지속가능
산업화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속가능 산업
화는 제조업의 비중(경제적 요인)을 높이고, 해당 분야의 고용(사회적 요인)을 확대하
며, 이산화탄소 배출(환경적 요인)의 지속적인 감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유엔
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르면 산업부문, 환경부문,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지표 달성에
따라 지속가능 산업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유엔은 각 부문에 대하여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전체 산업에서 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한다.

3. 분석틀: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지속가능 산업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북한이 가지는 특수성과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일반성
을 모두 고려한 분석틀로서 다음의 ‘통합적 접근 모델’을 제안한다(<그림 3> 참조).
본 모델에서는 첫째, 지속가능 산업화 추진의 성공 여부는 정책내용과 정책이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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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정책의 내용은 성장부문과 지속성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장은 산업요인, 지속성은 환경 및 기술요인을 포함한다. 셋째, 정책의
이행은 대내부문과 대외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에 대한 분석틀: 통합적 접근 모델

주: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북한의 기존 산업화 검토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의 산업화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로서 박종철(1996)은 사회주의국가
로부터의 원조에 기반을 둔 북한의 산업화가 중공업 분야에 대한 왜곡된 투자를 촉진
시켰고, 이것이 북한의 왜곡된 경제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한다(박
종철 1996, 230-231). 김연철(2006) 또한 북한의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는 산업 구조
의 왜곡을 야기했으며, 왜곡된 산업 구조는 북한 정권의 정보 수집과 계획 작성의
오류를 통해 제도화되었고, 결국 북한 경제난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한다(김연철
2006, 41-94). 이석기(2005)는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론에 따른 내부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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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전략이 사회주의 경제권의 지원 하에서만 가능할 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서술한다(이석기 2005, 29). 하재룡(1997)
은 북한의 계획경제체제가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한편 양문수(2010)는 북한이 1990년대 경제위
기를 거치면서 그나마 낮은 수준에 놓여있었던 제조업의 기반도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전형적인 후진국의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하였다고 평가한다(양문수 2010, 27).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실패한 산업화의 여러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의 내부 현상에만
집중한 서술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Ⅱ장에서

도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시기별 북한의 산업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
인 지표를 다루지 못하고 정책 이행의 방향성과 정책 내용의 특징을 검토한다는 측면
에서 예비적 검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5)
<그림 4> 북한의 산업화 검토 결과(1): 성공적인 산업화 기반 조성(1954-60)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한의 산업화는 1940년대 후반 소련 및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 현물원조를 바탕
으로 한 공업기반 복구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후 소련은 1954년과 1955년에 각각
약 6.6억 루블과 약 3.3억 루블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1956년에도 약 3억 루블의
5) 모델을 구성하는 지표들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것이다. 북한의 기존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지표를 바탕으로 하되 산업화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특징 등을 대안적으로 검토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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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를 추가로 공여하였는데, 원조는 기계, 시설재 및 장비 등의 현물 형태였다(박종철
1996, 230). 당시 북한은 소련의 원조를 공업시설 복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박종철 1996, 230).
이후 북한의 중공업 중심 산업화는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7)과 1차 5개년
계획(1957-1961)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에 의하여 중공업
우선 발전이 강력히 제안되었다.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강하게 주장하면
서, 중공업 발전이 경공업 발전을 위한 기계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기계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김광수 1990). 대외적으로도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채택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북한의 산업화는 소련의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당시 소련의 원조는 경공업과 농업의 미발달에서 오는 상품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종철 1996, 230). 1차 5개년계획 추진의 결과, 1961년까지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
율은 36.6%에 달했으며, 특히 전력, 철강, 공작기계, 시멘트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졌
다(정상훈 1982). 산업간 성장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 산업화 성과는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다. 1945년에 1,000개에 불과하던 기업 수가 1960년에는 4,600개로
증가했으며, 기술수준도 향상되어 트랙터, 굴착기, 발전기 등을 제작할 있게 되었고,
GN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하재룡 1997, 78).
<그림 5> 북한의 산업화 검토 결과(2): 산업화의 둔화(1961-79)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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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1970년까지 북한에서는 제 1차 7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제 1차 7개
년계획의 내용은 중공업 위주의 발전을 기초로 하되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6) 본 계획은 기존의 중공업 위주의 개발정책 추진으
로 생겨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김연철 2006,
79). 그러나 북한이 1960년대 중반 국방·경제병진노선을 선언하면서 군비증강정책
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가용자원이 군수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됨
으로써 민수산업 부문의 성장이 극도로 위축되는 파행적 이중구조를 생산하였다(이석
기 2005, 32). 한편 기본과업으로 전국적 기술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하였다.7) 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196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중소대립, 월남전, 한일협정 조인 등과 같은 국제적 사건들이 북한에
게 안보위협을 제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군수산업에 집중하는 불균형적 현상이 심화
되었다. 더욱이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원조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부족한 국내
재원을 활용하여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노력을 집중하는 ‘내부지향 산업화’에
매달리게 되었다(하재룡 1997, 78). 공업 총생산액 증가율은 1964~1960년 사이
평균 39%를 기록하였지만, 1966년과 1969년에는 북한이 공업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
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김연철 2006,
80). 김일성 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 하에 계획의 달성을 종용하였지만,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1971년부터 1976년까지는 6개년계획이 추진되었으며, 본 계획은 1977년까지 완
충기를 거친 후 종료되었다.8) 기본 과업은 산업설비의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산업화의 주요 과제는 낙후된 기술문제 해결이었다. 자본과
함께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를 인지한 북한은 내수용 상품보다 수출용 상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내부지향산업화’를 수정하고 서방 국가들
을 상대로 한 ‘외부지향산업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1972년부터는 서방국가로부터의

6) 북한정보포털.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제4차 당대회보고 (1961.9.1.).” https://nkinfo.unikore
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0.1.3.).
7) 북한정보포털.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제4차 당대회보고 (1961.9.1.).” https://nkinfo.unikorea.
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0.1.3.).
8) 북한정보포털.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제5차 당대회 결정서 (1970.11.12.).” https://nkinfo.un
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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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이 사회주의권과의 거래 규모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
경제공항과 유류 파동으로 인해 외부지향산업화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후
반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외채를 가지게 되었고, 1977년에는 채무불이행을 공식적으
로 선언하게 된다(양문수 2012).
<그림 6> 북한의 산업화 검토 결과(3): 산업화의 위기(1971-77)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차 7개년계획은 1978년 시작되었으며 종료 후 2년간의 완충기를 거쳤다.9)
기본 과업은 생산원가 인하 운동 확대, 수송의 근대화, 독립체산제 강화, 대외무역
증대 등이다.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산업화 추진이 어려워지
면서 제2차 7개년계획은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자립경제건설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총생산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증가 등을 목표하였지만, 실적
은 매우 부진하였다(하재룡 1997, 79).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화 추진도 시도하였지만,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제3차 7개년계획
은 1987년 시작되었으며, 종료 후 1996년까지 약 3년간의 완충기를 거쳤다.10) 기본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및 기술혁신·대외무역·경제협력의 증대였
으나, 1993년 북한은 처음으로 경제계획 목표의 미달성을 시인하였으며, 완충기간에

9) 북한정보포털.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1977.12.5.).” https://nkin
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0.1.3.).
10) 북한정보포털.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1987.4.12.).”; “제6기 21
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93.12.8.).”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
Overview.do (검색일: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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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공업과 농업 및 무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하재룡 1997, 80).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미 북한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지속11)하고 있었으며, 수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난이 발생하게 된다. 탈냉전의 본격화로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김일성의 죽음으로 정책결정자의 통제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정책추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림 7> 북한의 산업화 검토 결과(4): 산업화의 실패(1980년대 이후)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요컨대 1950년대 전후 복구과정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산업
화의 성격을 가진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후 1960년에는 내부의 강력한 산업화 이행 동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
회의 지지가 부재함으로써 산업화 이행의 결과는 이전과 달랐다. 1970년 북한은 외부
지향산업화를 추진하는 등 정책의 내용을 개선하였으나, 정책의 이행 환경은 더욱
비우호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뿐 아니라, 새롭게 관계를 개선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면서 북한의 산업화는 위기를 맞이하
였다. 결국 1990년 이후 북한은 내부 정책 이행 동력까지 상실하면서 산업화에 실패
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지향적인 산업화 추진, 비우호적인 국제사회의 환경, 내부 정책 이행 동력

11) UN “National Account.” https://unstats.un.org/unsd/snaama/Basic (검색일: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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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 시기를 걸쳐 기술혁신 등 지속가능성
과 유관한 정책 내용이 언급은 되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적 측면의 지속성
보다는 생산력 증대 혹은 생산의 자립화의 맥락에서 관련 정책들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Ⅳ. 지속가능 산업화 논의와 북한:
통합적 접근 모델에 기반을 둔
대시보드(Dash Board)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 산업화 논의의 북한 적용을 시도한다. 논의는

Ⅱ장의 통합적

접근 모델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힌다.12) 즉 최근
북한의 산업화 관련 정책내용과 정책이행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모델에서 제시한 정책내용과 정책이행에 대하여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다. 다음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지속가능 산업화의 기초선(baseline)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의 이행 추이를 포함한 2030년까지 목표에 대한 대시보드를
작성하고 이를 해석한다.
첫째,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의 최근 10년 추이는 정책내용과 정책이행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책내용은 성장 측면과 지속성 측면으로 나뉜다. 성장부문에서
다루는 산업요인으로는 제조업 비중의 확대, 제조업 고용 비중의 확대 및 수출 확대
등이 있다.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최근 10년간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8>
참조) 첫째, 최근 10년간 북한의 GDP에서 제조업에 의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1인당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120달러 수준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의 성장률은
2009년 -3.0%였으며, 2012년부터 약 3년간 플러스성장률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6.9%과 -9.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둘째, 제조업의 고용 비중에
대한 지표는 공개된 바 없으나, 유엔의 인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감소추이를 추정해볼
12) 통합적 접근 모델의 지표를 모두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자료 획득의 문제로 한계를 가질 뿐 아니
라, 북한의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을 감안하여 분석은 규범적 함의로 명명함을 밝힌다.

지속가능 산업화 논의의 북한 적용 45

수 있다. 공업부문 종사자는 1993년 전체 노동인구 중 37.4%였으나 2008년에
23.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4년 조사에 따르면 2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 산업
종사자 중 26.9% 수준이다. 셋째, 북한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전후 일시적인 증가
세가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하였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8년에는 전례 없이 크게 축소된 2억 4,000만 달러였다.
<그림 8> 북한의 ‘성장부문’ 관련 지표 수준의 변화 추이

자료: UN,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요약한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검색일: 2020.1.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지속성부문에서 다루는 환경 및 기술요인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연구
개발비 증대, 고급산업 부가가치 비중 확대 등을 제시한다.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9> 참조)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확실한 감소추이
를 보이고 있다. 연료연소로 인한 배출양은 2007년 0.633억 톤에서 2016년 0.254억
톤으로 감소하였다. GDP 단위당 배출량은 2007년 0.580kg에서 2016년에 0.250kg
으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부가가치 단위당 배출량 또한 2007년 12.84kg에서 2016
년 4.87kg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연구개발비 증대와 관련해서는 직접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대체 지표로서 과학 및 기술전문지 게재 논문 수, 특허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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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건수 등을 바탕으로 그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전문지 게재 논문 수는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 추이로 전환되었
으나, 여전히 200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허출원과 등록 건수는 2009년부
터 2012년까지의 정보만 획득가능한데,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연간 평균 건수는 각각 8,111건과 6,307건이며 이것은 인구 천
명당 약 0.33건과 약 0.26건 등의 수준이다. 한편 고급산업 부가가치 비중과 관련한
북한 지표 및 유사 지표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부득이하게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림 9> 북한의 ‘지속성부문’ 지표 수준의 변화 추이

자료: UN, World Bank 통계를 요약한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검색일: 2020.1.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정책이행을 대내부문과 대외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대내부문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는 국내 정치적 안정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수준은 2010년대 중반까지 크게 낮아졌으나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0년대 초반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수준은 급작
스럽게 낮아졌으나 최근 3년간 북한의 안정성 수준은 다시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
의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약 30% 국가가 북한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이었는데, 이는 2014년
약 10.5%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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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북한의 ‘대내부문’ 지표 수준의 변화 추이

주1: Political stability estimate는 -2.5에서 2.5 범위이며 높을수록 안정적임.
주2: Political stability percentile rank는 0에 가까울수록 타국과 비교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임.
자료: World Bank. “Political Stability.”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wide
-governance-indicators# (검색일: 2020.1.20.).

<그림 11> 북한의 ‘대외부문’ 지표 수준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0.
1.20.)와 UNCTAD. “Data Center.” 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
reportFolders.aspx (검색일: 2020.1.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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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이행의 대외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과 투자 규모 등이 있다. 최근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 정책이행의 대외환경은 매우
비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8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
고, 5,000만 달러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0년
대 초에 일시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투자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요컨대 통합적 접근 모델을 통해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 추이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13)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 부문에서는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 수출 비중, 연구개발 등의 항목에서
그리고 정책이행 부문에서는 대외원조와 해외투자 유치 등의 항목에서 지속가능 산업
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변화 추이가 발견된다.
둘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는 기초선을 2015년 수준으로 선정하고,
2030년을 목표달성의 기한으로 정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해온바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기초선을 탐색할 경우, ‘통합적 접근 모델’을 기준으로 정책
내용의 산업부문과 지속성부문은 모두 주요한 도전(major challenges)이 존재하는
부문으로, 정책이행의 대내부문과 대외부문도 모두 주요한 도전(major challenges)이
존재하는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2015년 기준 북한의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평균14)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GDP 부가가치
는 약 118달러 수준으로 최빈국 100달러 수준과 유사하다.15) 지속성부문의 경우
환경요인에서는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4년 기준 0.290kg으로 세계
평균 0.325kg와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과학기술요인에서는 관련 지표도 부재한 상
황으로 지표개발 등 도전적인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환경의 경우 2015

13)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 변화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산업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현상에 대한 추가적 검
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절대 배출양 뿐 아니라 부가가치생산 규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양도 줄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현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14) 세계평균 값은 15.58%(2015년 기준)이다.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
g/indicator/NV.IND.MANF.ZS (검색일: 2020.1.20.).
15) 동일한 기간의 유럽과 북아메리카 선진국의 값은 4,500달러이다. UN SDGs “Goal 9.” https://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infrastructure-industrialization/ (검색일: 20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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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도 개선의 필요가 절실하다. 예컨대 2015년 기준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분석에서 하위 10.9%에 속하는데,
2012년과 2013년 각각 하위 43.6%와 30.8%인 것을 감안할 경우 주요한 도전이
남아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16) 마지막으로 대외환경의 경우 2015년에는 이전 시기
와 유사한 규모의 지원과 이전 시기보다 감소한 투자가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국제사
회의 대북지원은 2008년 약 2억 달러 수준에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약 3,000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투자유치의 경우, 2012년에 약 2억 달러 수준에서
2015년에는 약 8,00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요컨대 원조와 투자, 두
항목 모두 규모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2>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 대시보드: 기초선과 이행 추이
분야

성장

지속성

기초선(2015)

추이

Highly Insufficient

제조업 비중

stagnating

Highly Insufficient

제조업성장률

decreasing

수출총액

decreasing

Highly Insufficient

수출증감률

decreasing

Insufficient

Co2 감소량

increasing

논문게재수

stagnating

특허출원/등록

stagnating

정치적안정성

increasing

원조액

stagnating

투자액

decreasing

Highly Insufficient

주요한 도전 有

Highly Insufficient 주요한 도전 有
Highly Insufficient

대내환경 Highly Insufficient 주요한 도전 有
대외환경

지표

Highly Insufficient
Highly Insufficient

주요한 도전 有

현재(2018)

주요한 도전 有

주요한 도전 有

주요한 도전 有
주요한 도전 有

주: 주요한 도전(Main Challenges)의 개념은 UN SGDs Dashboard에서 활용하는 개념임. UN은 목
표달성 수준에 따라 목표달성(SDG achieved)/도전 남음(Challenges remain)/의미있는 도전 남
음(Significant challenges remain)/주요한 도전 남음(major challenges remain) 등으로 현황
을 평가함.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ashboards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dashboards.sdgindex.org/#/ (검색일: 2020.1.20.).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World Bank. “Political Stability.”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wide-g
overnance-indicators# (검색일: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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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 이행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가능하다. 본 논의
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일반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이행을 해석한
다. 일반적인 논의에서의 2030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산업화
의 목표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 환경
및 과학기술의 경우 모든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 안정적
인 정치 환경 조성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것, 원조의 증대 혹은 투자의 확대 등 우호적
인 대외 환경이 조성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7) 북한이 어떠한 추이로 해당
목표 달성에 근접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부분에서는 지표수준의 하락
(score decreasing)이 관찰된다. 2015년 이후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낮은 수준
에 머물러있으며, 제조업의 성장률, 수출규모 및 수출증가율 등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
이다(<그림 8> 참조). 2015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서 환경 부문의 목표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목표
이행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 바, 환경 및 과학기술 부문의 전반적인 이행은 침체 수준
(score stagnating)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대내부문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정치적 안정성이 증가(score moderately increasing)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그림 10> 참조). 이러한 평가는 국내정치적 안정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대외부문은 특히 투자규모의 급격한 감소(score decreasing) 현상이 관찰
되는바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그림 11> 참조). 따라서 2018년 현재, 북한은
지속가능 산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 지속성, 대내환경, 대외환경 등 모든 부문에
대해서 주요 도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Ⅴ. 결론
최근 유엔은 빈곤퇴치 수단으로서의 경제성장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산업화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모든 산업화가 개발

17) UN의 SDGs 논의를 참조.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9. Special edition: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p. 15. https://unstats.un.org/sdgs/fi
les/report/2019/secretary-general-sdg-report-2019—EN.pdf (검색일: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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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어떠한 경우는 산업화가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북한
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개발도상국으로의 특성과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일반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과거 산업화와 최근 산업화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산업화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통합적 접근 모델은 정책내용 및 정책이행 등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을 다룬다. 정책내
용은 성장부문과 지속성부문의 논의를 포함하며, 정책이행은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전쟁 후 북한의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지향적인 산업화의
추진 때문이었으며 둘째,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비우호적인 국제사회의 환경 및 불안
정한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18) 최근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는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의 침체, 수출 비중의
급감 뿐 아니라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으로 인해 발전적인
이행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 정책내용
의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이행의 측면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에 기반을
둔 일관된 정책 이행과 해외시장의 우호적인 인지도 창출 등이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 통합적 접근 모델을 활용하여 각 요인들의 가중치를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현상을 해석해보자면, 2016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강화되어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지속가능 산업화를 위해 내부적으
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대하면서 지속가능 산업화에 기여하는 제조업 확대 및 수출촉진
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유사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산업화를
18) 시기별로 어떤 변수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 통합
적 접근 모델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연구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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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목표와 지표 설정을 시도한 최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서술을 통해

Ⅲ장의 검토를 예비적

검토라고 설명하였다. 산업별 분석 등을 포함하지 못한 연구의 구체성 부족을 시인하
는 대목이다. 둘째,

Ⅳ장의 논의를 규범적 논의로 서술하였다. 통합적 접근 모델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특징은 반영하고 있지만, 단일 국가로서의 북한의 특수성
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컨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초기 산업화와 현재의
지속가능산업화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혹은 체제전환의 측면에서 산업화 과정을
어떻게 지속가능성과 연계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부재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 모델의 각 항목들을 구체화해야할 것이며, 그들간의 연계를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20. 01.31.
심사완료일: 2020. 02.19.
게 재 일: 20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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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ndustrialization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 Analysis of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Jiyoun Park

This paper explores the North Korean case based on a research questions
“When industrializ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 do this, the author would build up an “integrated approach model”
from previous studies, and apply this model to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failure of industrialization
in North Korea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was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l-oriented industrialization, the unfriendly international atmosphere,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terms of more recent stories of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North Korea has seen little progress for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due to a slowdown in the proportion of value-added produc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
sharp drop in the proportion of exports, as well as the creation of an unfriendly
external environment. Meanwhile, this paper is meaningful as a very beginning step
that has tri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set goals
and indicators in line with international discourse.
Keywords: Industrialization, Economic Growth,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SDGs,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