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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
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
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
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
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
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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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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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에서 토지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근간인 전 인민적 소유제에 의해 관리되
며, 국가와 협동단체에 그 소유권이 있다.1)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기반한 토지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근거한
합법화된 토지가격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토지가격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와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
서도 부동산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 형태로서의 토지가격은 존재하며 이는 예산
수입항목의 하나인 부동산사용료 산정의 기초로 활용된다.
북한당국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 가격을 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국가예산자료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국가예산수입
항목에 토지사용료가 등장한 것이 2003년이고 부동산사용료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2006년이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에서 처음으
로 부동산 가격과 사용료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 리동구(2006)로 확인된다.2)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토지가격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
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이유, 즉 예산 확충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공민달, 2015).3) 그렇지만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과정
에서 이미 토지에 대한 화폐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의 구 합영
법(1984.9.8. 제정)에 토지사용료 부과에 관한 규정(21조)이 처음으로 등장한 적
이 있다(법원행정처, 1997, p.146). 또한 북한은 1992년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
1) 북한 토지법(1977년 제정, 1999년 개정) 제9조에서는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리동구(2006)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에서 땅과 같은 부동산 가격을 바로 정하고 그에 기초하
여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데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토지사용료의 도입은 김
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부동산 가격은 기관ꞏ기업
소들의 부동산 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경
제적 공간으로 정의되며(p.30), 부동산의 합리적인 이용과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부동산사
용료를 징수한다고 한다.
3) 북한은 그동안 건물, 구축물과 같이 시초가격이 정해진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을 정하고 토지에 대해
서는 가격과 사용료의 제정이 없이 관리해 왔었다(리동구, 2006). 이들 부동산의 가격은 통상 그것을
건설하는데 지출한 건설투자액으로 규정하고 있다(허철환, 2015, p.115).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의
가격을 건설공사비에 근거하여서만 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용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금해, 2017)고 하면서 투자된 비용만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제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부동산 가격 제정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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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역지대로 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최대 50년
까지 토지를 임대해 주기로 하였는데, 1993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를 임대하려면 임대료를 정해야 하고 그러자면 토지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당국에 있어서 토지가치에 대한 평가는 당면하게는 국가예산수입
확충과4)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필요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토지가치 평가는 향후 북한의 낙후된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
모 인프라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더 나아가서 토지, 부동산을 담보
로 하는 금융시장 발전5)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지가수준과 토지
자산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된다면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도입 초기에
중국이 경험했던,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6)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의 토지가치와 토지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대비해 필요하다. 남북경협사업이 확대되어 향후 북한지역에서 경영활동
을 하는 남한기업은 북한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
며, 합자기업을 설치하는 경우에 북한측이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때 투자를 위한 협상에 있어서 제시된 토지가격과 토지사용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고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과 토지자산 규모에 관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예산수입 항목에 부동산사용료가 신설된
2006년 이후로 토지가격이나 토지사용료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논문들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가격 제정의 명분을 세우는 것과 토지의
등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몇 개의 논문
들에서 특정지역에 한해 특정용도 토지의 등급별 가격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주제가 실험적으로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을

4) 중국의 경우,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토지사용권 거래는 1987년 경제특구인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 선전시 정부는 입찰 및 경매의 방식으로 15만여㎡의 토지를 양도
하여 당년도 토지사용료 수입의 2.3배에 달하는 3,500만 위안의 수입을 얻게 된다(허강무, 2011, p.146).
5) 남한이나 일본에서 토지는 금융기관의 대출시 가장 중요한 담보물로 이용되고 있다(이정전, 2015,
p.134).
6) 허강무(2011)에 따르면 중국의 토지시장 형성에 대한 법적근거로 된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재양도
임시조례(1990.5.)｣ 및 ｢외국기업의 대규모단위 토지투자, 개발, 경영 임시관리지침｣ 공포 이후 전국적으
로 토지에 대한 투기와 투기성 매매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데, 일례로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중국 베이
하이(北海)지역의 토지가격은 3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50배까지 상승하였다고 한다(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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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하고 토지자산의 규모를 어떻게 추정할지에 대해 논한 연구는 아직 확
인된 바 없다. 또한 북한당국이 실제로 어떻게 토지가격을 정하고 있고 토지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도 공개된 바가 없다. 설사 추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계획가격으로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장의 수요
가 반영된 거래가격과 심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가격은 일차적으
로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투자유치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며7), 더 나아가 시장화가 진전되어 중
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토지나 부동산이 상품화되고 토지사용권 거래가
합법화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한에서도 북한지역의 토지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분할방안 또는 토지관리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이 토지평가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독일,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
환국이나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국가들의 토지가격 제정 방법이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 토지에 대한 평가방향을 논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
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시장가격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모형과 북한
지역의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 정보, 그리고 도로, 기업, 시
장 등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이용하여 시가화
지역8)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
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
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
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할 것이다. 그
리고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들을 이용하여 2015년경9) 북

7) 최근 북한에서도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한해 경제개발구 내에서 합의가격에 의한 부동산거래를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용룡(2017)은 경제개발구들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들에 합리적인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부동산가격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
정과 준칙들을 정하고 부동산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p.52).
8) 시가화지역은 남한의 지목 “대지”와 “공장용지” 즉 건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9) 본고는 2010년대 초반경 북한의 주요 도시별 주택가격을 제시한 최상희 외(2015)를 근거로 토지가격
을 추출하였다. 또한 북한지역의 시ꞏ군ꞏ구역별, 용도별 토지면적은 환경부가 2015~2019년중 작성한 북
한지역 토지피복도의 대분류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가격과 토지면적의 조사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로 2015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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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한다. 이어서 토지피
복도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시, 군, 구역별 토지면적과 최근 관측되는 부동산 거
래가격을 적용하여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계한다. [그림 1]은 본 논문
의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방법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한편, 시장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을 추정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외국인투자자들
에게만 허용된 토지사용권 거래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합
법화된 상황을 가정한다. 비록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북한 전역에 만연
된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감안하면10) 자유로운 토지사용권 거래에 대한 이 가
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논문의 2장에서는 북한지역 토지가치 평가에 관한 남북한의 연구들을 소개한
다. 3장에서는 토지가격 추정에 관한 방법론적인 고찰을 통해 토지가격 추정모
형과 추정에 사용되는 대리변수들을 도출하며 4장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 결
정함수를 추정한다. 5장에서 북한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역별 토지가격과 토지
자산 규모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
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10)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는 위법사안이긴 하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작된 주택이나 공장건물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거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병욱, 2019,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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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토지가격설정 방법에 관한 북한의 연구
현재 대외 공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지에서 “토지가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
로 등장한 것은 리동구(2006)라 할 수 있다. 2006년 국가예산수입항목에 “부동산
사용료”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부동산사용료 징수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작
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논문은 토지가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땅 같은 부동산가
격”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라 하면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
를 화폐로 표현한 것인데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11)로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
된 토지에 가격이라는 용어를 붙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이론대로라면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 지출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가격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
렇지만 부족한 국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징수해야 했고 그러
자면 가격을 정해야 했기에, 리동구(2006)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므로 상품화폐관계의 요구에 맞게 가격을 가지게 된다.”12)는 식의 주장으로
토지가격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북한에서의 “땅 같은 부
동산가격”의 개념은 김광길(2012)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
는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토지가격”으로 구체화 된다. 김광길(2012)은 토지가격
이 사용목적과 등급, 지역과 거리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토지의 사용목적, 즉 용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토지
법이 정하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를
말한다.
허진욱(2013), 허철환(2014b)에 따르면 북한에서 토지사용료 적용대상토지, 즉
토지가격을 정해야 하는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택부지, 임야, 공업시설부지(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전기, 체신시설 등), 서비스산업시설부지(항만, 상하수도, 난방,
상업, 급양, 편의봉사시설 등), 양어장, 양식장 등 거의 모든 토지가 포함된다.
한편, 토지가격 제정과 관련한 방법론적인 문제는 허철환(2014a) 및 허철환
(2015)에서 비교적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농업토지가격을 먼

11) 북한 토지법 제1조
12) 김광길(2012), p.1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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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토지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토지가
격은 농업토지로부터 얻은 수입에서 생산원가와 생산축적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토지사용료로 보고 이 토지사용료에 사용기간(50년)과 지목별ꞏ등급별 계수를 곱
한 것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치 평가방법의 하나인 수익법과
유사하지만,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없다. 산업토지, 주
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의 가격은 농업토지의 평균가격에 기
초하여 기준가격을 정한 다음 지역적 위치와 용도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토지의 가격은 농업토지를 산업토지로 전환함으로
써 얻어지는 순소득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거기에 토지의 위치,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주위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주
민지구토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역별 토지등급 구분체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지역별 토지등급구분은 평양
시를 1부류, 도소재지를 2부류, 군소재지를 3부류로 하고 1부류에 속하는 평양시
는 구역, 군에 따라 5개 등급으로, 2부류(도소재지), 3부류(군소재지)는 각각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이러한 등급구분에 따라 주민지구토지의 기준가격에
등급에 따른 계수와 상업, 금융, 호텔, 주택 등 용도별 계수를 적용하여 주민지구
토지의 가격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지의 등급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김영도(2010), 박경일ꞏ김영민
(20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영도(2010)는 공장, 기업소와 같은 산업시설부지의
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요인별 기준치를 정하고 정해진 기준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여기서 등급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경사도, 인접도로 수, 도로 폭, 철도역까지의 거리, 주요 항, 부두까지의
거리, 1급도로까지의 거리, 발전시설까지의 거리, 산업밀집도, 도심거리 등을 포
함한 16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실험적으로 5개의 공장, 기업소 부지에 대해
각 지표들의 기준치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단, 기준치를 어떤 원리에 의해 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박경일ꞏ김영민
(2009)에서는 상업지역 토지의 가격평가모형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투입된 자금
과 인력, 토지등급을 독립변수로 하고 상업이윤을 종속변수로 하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등급별 소득을 구하고 그 소득으로부터 토지등급별 상대가격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46개 상업부문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토지등급별
상대가격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토지의 등급이 어떤 원리에 의해 정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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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son land Lease Rents in North Korea(Unit: 1US$/㎡)
Land
Location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ity Center Dist,
Port Area, Tourist
Site

Land around the
City, Not
Belonging to
Category 1, 3

Rural, Remote,
Forested Areas Far
from the City

Term 1: Commercial,
Financial, Hotel,
Entertainment

50

40

30

Term 2: Housing, Public
Building

40

30

20

Term 3: Industry,
Warehouse

30

20

10

Land Use

Source: Kim et al. (2016), p.26

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북한의 ｢나선토지임대규정｣13)에서 토지를 용도별(1항: 상업, 금융, 호텔,
오락, 2항: 주택, 공공건물, 3항: 공업, 창고)로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3
부류로 구분하여 토지임대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등급과 가격 제
정의 기준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지역 토지가치 평가에 관한 남한의 연구
남한에서 진행된 북한의 토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토지제도의 비
교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토지관리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김미숙ꞏ박은숙, 2019, p.104).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전후의
2000년대 초중반부터 북한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북한의 토지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돌려지기
는 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사용권을 양
도하여 거래를 합법화한 사례로부터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통일 이
후 북한지역 토지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
분이다.
중국의 토지가격 산정방식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로는 허
13) 나선시 인민위원회 지시 제68호(2012년 9월 29일)로 채택되었다(김미숙 외, 2016, p.2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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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2011)를 들 수 있다. 그는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와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하
면서 토지평가에 관해서는 남한의 평가제도에 중국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 북한지역 토지평가를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는 이선영(1995)으로 보
이는데, 여기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남한의 토지가치 평가와 관련한 법리, 통일
독일의 토지가치 평가에 관한 법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가치 평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남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이 유사하였던 1973년 내지는 1974년의 남한의
지가수준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남한의 감정평가제도를 북한
의 토지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정희근ꞏ최승조(2015)의 연구에서도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평가 기준시점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선영(1995)과 방향을 같이하면서 토지가격평가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하
고 토지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 수익환원법을 토지평가의 보
조수단 내지는 검증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김미숙ꞏ박은숙(2019), 정경주ꞏ김현수(2019)와 같이 남북교류의 관
점에서 현행 북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의 토지가치 평가방
법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김미숙ꞏ박은숙(2019)은 남북한의 토지평가 기
준과 방법에 대한 비교와 북한의 토지평가 기준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토지평가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사례가 축적된다면 남한과 유사한
토지가격 평가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경주ꞏ김현수(2019)는
남북경협의 확대에 대비한 토지가격평가자료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북한지역에
적용가능한 토지가격평가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북간 토지임대료
협상에 있어서는 남한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되, 가격자료 수집이 어
려운 경우에는 남북간 비교가능한 도시를 대상으로 남한의 가격을 참고로 북한
의 토지가격을 산정할 것, 그리고 토지사용권 거래와 유통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지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서 진행된 북한의 토지가치 평가와 관련된 연
구들은 모두 해외사례 조사나 남한의 공시지가평가제도의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
성을 타진하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였다. 이의 주된 이유는 북한지역 토지의 가치
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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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법론적 고찰
1. 토지가치 평가의 일반적 방법과 북한지역에서 적용가능성
토지가격은 토지세뿐 아니라 공공투자사업에서의 토지매입과 매각, 투기 방지
를 위한 토지거래 규제 등 정부의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기업과
개인들의 금융거래 시 담보자료로도 사용된다. 이처럼 토지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나 대부분의 토지의 경우 그 가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땅값을 별도로 추정해서 공시하기도 한다.14)
토지가치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가치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
한 전통적인 기법으로 소득자본화방법, 시장비교방법, 대체비용방법이 있다(이정
전, 2015, p.433). 소득자본화 방법은 보통 수익방식 또는 수익환원방식이라고도
하며, 평가대상 부동산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대소득을 추정
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보통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광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를 이 방법으로 평가한다(김미숙ꞏ박은
숙, 2019, p.105).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매매법이라고 하는 시장비교방법은 평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거래가격과 조건들
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장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공지, 단독주택 등을 평가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비교사례가 있는 경우라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흔히 원가법 또는 재생비용방법이라고 하는 대체비용방법은 평가
대상 부동산을 다시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시장성이 없거나 이용특성상 비교사례를 얻기가
어려운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활용된다.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
지만 남한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사례비교법이며15) 이를 적용한 것
이 바로 지금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하여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

14) 남한의 경우,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공시지가체
계를 도입한 이래 매년 1월 1일을 가격기준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조사ꞏ공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 p.18).
15) 남한에서는 토지가치 평가방법으로 시장비교방법 한 가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
적도 있다(이정전, 2015,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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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in North Korea

Use

Description

Agricultural site

The land where is arable only

Residential site

Construction site and its attached land in the city area, the land
for public use and the land for construction in rural area

Forestry site

The mountain field which have been forested or planned to be
forested, and the land for several use in that area

Industrial site

The land for the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factory, mine, coal
mine power facility and their attached land

Water body

The land including coastal, territorial waters, river, lake, reservoir,
irrigation canal, etc.

Special site

The land for special purpose such as revolutionary battlefield,
revolutionary historic site, cultural historic site, conservation site,
military site, etc.

Source: DPRK Law on Land(1977)

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이다(김미숙ꞏ박은숙,
2019, p.105). 현행 토지가격비준표는 18개 항목에 대해 표준지의 것과 비교하여
토지가격을 정하도록 작성되어 있다.16)
북한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토지를 용도별 등급을 나눈
후 등급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용도는 북한 토지법
이 규정한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의 6
가지 용도로 분류한다. <표 2>에서 북한 토지법이 규정한 토지의 용도와 용도별
대상토지를 보여준다.
토지용도별 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평가항목별로 기준치를 정하고 그 기
준치와의 괴리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방법을, 등급별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서는 토지의 생산성(농지, 임지)이나 광물 매장량(지하자원), 건설대상의 생산능
력과 수익성(주민지구와 상업용지, 산업토지)에 따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이것을 부동산 가치평가의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등급을 나누는 것은 비교방
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수익방식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토
지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남한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6) ① 지목, ② 면적, ③ 용도지역, ④ 용도지구, ⑤ 기타 제한(구역 등), ⑥ 도시계획시설, ⑦ 농지구분,
⑧ 비옥도, ⑨ 경지정리, ⑩ 임야, ⑪ 토지이용상황, ⑫ 고저, ⑬ 형상, ⑭ 방위, ⑮ 도로접면, ⑯ 도
로거리, ⑰ 철도ꞏ고속도로 등, ⑱ 폐기물ꞏ수질오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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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달, 2015, p.104).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여 토
지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용도별, 등급별 토지의 특성자료가 필
요한데, 북한당국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이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남한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해당 평가항목들에 대한
실측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한전역의 시, 군, 구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토지가격 결정요인들을 추정한 다음 그 계수들을 이용하여 북한의 토지가격을 추
정하는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도 남한과 같이 시, 군, 구역
단위에서 토지 유형별로 그 가격을 추정할 것이다.17)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한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지가격 결정요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남북한 모두에서 취득 가능해야 하며 또한 남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토지가격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8)

2. 북한지역 토지가격 및 토지자산 추정 방법
가. 북한지역 토지의 용도 구분 및 용도별 면적
토지가격은 토지의 이용목적, 즉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토지가격이나
토지자산 규모는 용도별로 추정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역 토지의 용도와 해당 면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남한의 토지가격 결정요인 추정사례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식을 적
용하는 만큼 북한 토지의 용도분류 방식이 남한과 비슷해야만 이 방식을 적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먼저 북한 토지의 용도 분류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작성한 2019년
기준 북한지역 토지피복도 대분류 자료19), Cho et al. (2016)의 토지 분류, 북한
17) 이는 구사회주의국가 또는 저개발국들의 실물지표(강철, 시멘트, 전기 생산량, 농업취업인구, 기대수
명, 영아사망률, 취사용 고체연료 사용비중 등)를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GNP(GDP)를 추정했던 전
홍택(1992), 이석(2015) 등과 유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8) 예를 들어 남한의 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되는 18개의 항목들은 남한에서 토지가격 형성요인으로 되지만
그 중에서 ② 면적, ⑦ 농지구분, ⑩ 임야, ⑪ 토지이용상황, ⑯ 도로거리, ⑰ 철도ꞏ고속도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북한에서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북한지역 토지가치 평가에 사용할 수 없다.
19) 토지피복도는 식생 등 지표면의 물리적 형태를 농업환경적 가치와 자연생태적 이용 기준에 따라 분류한
지도로 환경부에서는 1998년부터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 토지피복도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한반도 전지
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대분류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
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대 말 기준 10년 주기의 토지피복도(대분류도)가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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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의 현행 토지분류의 세 가지 정보를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토지
자산 추정을 위한 토지용도로 시가화지역, 농업용지(논, 밭), 산림용지, 기타용지
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이들 자료들 가운데 환경부 토지피복도 대분류도는 토지를 시가화건조
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
다.20)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남한의 현행 28개 지목21)을 국제통계편
제기준인 2008SNA에 따라 주거용건물 부속토지, 비주거용건물 부속토지, 구축
물 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 토지, 기타 토지의 7개 항목으로 분류하

<Table 3> SNA2008 Land Classification and Land Category in South Korea
SNA2008 Land Classification
(by Bank of Korea)
Land underlying dwellings
Land underlying other
buildings

Land Category in South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ilding Site, factory site, school site, parking lot,
gas station site, warehouse site

Land underlying other
structures

Road, railroad site, bank, ditch, water supply site

Agricultural land

Dray paddy field, paddy field, orchard, pasture,
saltern, fish farm

Forestry land

Forestry

Recreational land

Park, gymnastics site, recreation site, religion site,
historic site, mineral spring site

Other land

River, marsh, burial, miscellaneous area

Note: The underlined bold parts are newly added categories since 2001 by the Cadastral Law,
and the others are used since 1910.
Source: Bank of Korea(2015), p.88

20) 환경부 토지피복도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환경부(2013.4.19)의 ｢토지피복도 작성지침｣를 참조하였다
(정희철, 2015, p.14). 시가화건조지역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체육휴양지역, 교통지
역, 공공시설지역이 속하며 이는 북한의 주민지역토지와 산업토지에 해당한다.
21)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서 시작되어 2001년 1월 26일 ｢지적법(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 28개 지목으로 분류되기 전까지, 남한에서 지목은 과세지(전, 답,
대, 지소(소형 저수지), 임야, 잡종지), 면세지(종교용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비과세
지(도로, 구거, 하천, 제방, 사적지, 철도선로, 수도선로)의 총 18개 지목으로 분류되었다(김진 외,
201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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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and Classification in This Paper and the Others
Land Cover Map*

This Paper

Cho et al. (2016)

North Korea

- Urban area

- Urban land

- Building site
- Factory site

- Residential site
- Industrial site

- Agricultural area

- Agricultural land

- Dry paddy site
- Paddy site

- Agricultural site

- Forestry area

- Forestry land

- Forestry

- Forestry site

- Other area

-

- Other land

- Special site
- Water body

Grassland
Wetland
Barren land
Water body

Note: It is construc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in South Korea

고 있다. 한편 Cho et al. (2016)은 남한의 현행 28개 지목을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및 기타토지의 6개 용도로 분류하여 1964년 이후 남한의 토지자산 규
모를 추정하였다.
<표 4>는 본 논문이 채택한 시가화지역, 농업토지, 산림토지 및 기타토지의 4
개 분류체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 Cho et al. (2016)의 분류 및 북한의 토지법에
따른 용도구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나타난 대로 본 논문의 시가화지역에는 북한토지법 분류체계의 주민지구
토지와 산업토지가, 본 논문의 기타용지에 북한의 특수토지와 수역토지가 해당
된다. 농업용지와 산림용지는 환경부 토지피복도나 북한 토지법의 분류체계가
일치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토지를 4개의 용도로 분류한 다음 시, 군, 구역별 단
위에서의 용도별 면적은 지리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QGIS)22)를 이용하여 구하였
다. 이와 같이 4개 토지 용도별로 면적이 계산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얻
을 수 있다면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시,
군, 구별 토지용도별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Cho et al. (2016)이 제시한 6개
용도를 4개 용도(시가화지역, 농업, 산림, 기타토지)로 재분류하여 지역별ꞏ용도별
평균 토지가격 단가(원/㎡)를 산출하였다.23)
22) QGIS는 지리정보에 대한 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지리정보체계(GIS) 응용 프로
그램이다.
23) 본 논문에서 Cho et al. (2016)이 분류한 남한의 대지와 공장용지를 하나로 묶어 시가화지역으로 재분
류한 것은 남한의 대지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북한의 주민지구토지와 산업토지의 면적을 북한지역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구했는데, 거기에서 이 면적을 시가화건조지역이라고 하는, 주민지구토지와
산업토지가 합쳐진 형태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토지용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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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가격 결정함수의 추정방법
토지가격을 포함하여 부동산가격 결정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헤도닉 특성가격모형이다. 재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
별화된 특성에 대해 소비자가 특정 형태의 구별되는 특성을 소비함으로써 효용
을 얻게 된다는 헤도닉 가설이 Rosen (1974)에 의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모형
화된 이래, 이 모형은 부동산은 물론 환경, 노동, 공공, 지역 등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Greenstone, 2017). 여타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토지가격도 토
지 자체가 가진 특성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요인들을 반
영한 헤도닉 토지가격 결정함수는 식 (1)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1)

여기서 P는 토지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주로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사용
되며,  는 토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헤도닉 특성가격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들에서 독립변수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로는 주로 단
순선형(simple linear), 대수선형(log linear) 또는 준대수선형(semi-log linear)함수
들이 사용된다.24)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연구자들에 따라 물리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특
성 요인(유완ꞏ조응래, 1990), 물리공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용범, 1998),
생산성 요인25), 입지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적 특성 요인(박성규, 2019) 등
으로 분류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면적, 형상, 경사도, 도로접면과 같이 토
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과 도심지로부터의 거리, 교통접근성, 개발
가능성 등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대리변
수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표 5>는 남한에서의 시가화지역 토지가격
결정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특성요인들의 대리변수들과 추정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24) 이용범(1998), p.62를 참조하라.
25) 임야 또는 농경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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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vious Studies using Hedonic Price Model in Estimating Land
Price
Author
(Year)

Area

Explanatory Variables

Adj-R2

Yoo et al.
(1990)

Seoul

area, shape, number of adjacent road, direction of
plot, living level, distance(city hall, market, school,
bus stop)

0.93

Im
(2003)

Song et al.
(2005)

Kim et al.
(2010)

Huh et al.
(2016)

Daejeon

land use(dwelling, commercial, residential complex,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adjacent road,
0.48~0.55
shape(slope, shape), restricted zone, distance from
center

Daejeon

use
zoning(dwelling,
commercial,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others), usage status(dwelling,
residential complex, industry, agricultural, others),
shape, distance

0.70

Jeonju

adjacent road, accessibility(commercial building,
avenue, public facility), land use(commercial,
residential complex), distance form avenue, shape

0.24

land category(building site, dry paddy site, paddy
13 big and
site, forestry site, others), use zoning(dwelling,
140 small
commercial, industry, grassland, others), adjacent
cities
road, shape

0.77

본 연구 또한 남한지역의 토지가격 결정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헤도닉 가격모형을 사용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남한의 일부 지
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필지별 가격과 필지별 특성요인들을 이용하여 토지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시, 군, 구 수준에서 토지의 평균가격과 평
균적인 특성,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이용하여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개별필지별로 토지의 특성요인들을 취득하
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토지의 물리적 특성요인이나 토지
가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 특성요인들 중 일부에 한해서는 시, 군, 구역 수준에서
취득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도
로접면(대ꞏ중ꞏ소ꞏ세로)과 같은 특성은 토지가 위치한 지역(시ꞏ군ꞏ구)의 도로밀도
(총 도로연장/면적)를,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은 토
지가 위치한 시, 군, 구 지역으로부터 광역시도까지의 거리 또는 수도까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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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측정하여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개별필지별 가격이나 특성요인이 아닌 시, 군, 구 수준의 평균가
격과 평균적인 특성이 헤도닉 가격모형에 논리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논
의할 필요가 있다. 헤도닉 토지가격 모형은 어디까지나 개별필지 토지의 가격과
특성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토지들이 지역단위로 결합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공통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평균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성이 해당지역의 토지를 구입하는 구매자들의 수요와 부
합된다면 토지가격에 반영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평균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개별필지는 아니지만 해당 필지가 속한 지역의 평균가격이
나 지역공통의 평균적인 특성들을 사용하는 것이 헤도닉 토지가격 모형에 모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토지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해당지역의 서비스/제조업 매출이나 경지 중 논면적 비율, 축산ꞏ화훼농가
비율 등 지역공통의 평균적인 특성요인들을 사용한 권오상(2008)이나 전국의 시ꞏ
군별 농업토지의 평균공시지가를 해당지역의 인구밀도 변화율, 토지거래량, 경제
개발 예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설명한 Kang et al. (2010)의 연구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 대리변수와 예상되는 부호조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성요인들 중
에서 남북한지역 모두에서 취득 가능하며 다수의 연구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위주로 대리변수를 선정한다.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가변수(더미변수)의 형태로 필지조사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
에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및 환
경적 특성요인들에 대해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북한지역에서 취득가능한
지역공통의 평균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를 사용한다.
(1) 도로와의 인접성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에 속하는 도로접면(대ꞏ중ꞏ소ꞏ세로)은 해당속성과 유사한
지역공통의 평균특성인 도로밀도(도로 총연장/면적)로 대체한다. 해당지역의 도
로밀도가 높을수록 그 지역에 위치한 개별적인 토지의 도로접면도 증가할 것이
다. 도로접면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토지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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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도로밀도는 북한의 시, 군, 구역별 도로연
장과 면적을 알면 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로밀도를 토지의 도로와의
인접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2) 상업시설 접근성
선행연구들 중 일부이긴 하나, 유완ꞏ조응래(1990)와 김광국ꞏ황지욱(2010)에서
는 토지의 개별적 특성으로서 시장까지의 거리 또는 상업시설 접근성을 사용하
여 토지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토지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지역에서도 시장접근성이 주민들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되는 주택거래의 가격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은이,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북한에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반영하
여 지역별 시장의 배치밀도(시장의 수/면적)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3) 산업밀집도
토지가격을 추정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 즉 산
업시설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권오상
(2008)에서 해당지역 내 서비스/제조업의 매출액을, 임윤택(2003)에서 유해시설
유무와 같은 산업요인을 특성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여 서비스 매출액은 양
(+)의 영향을, 유해시설 유무는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요인의 대리변수로 지역별 1㎢당 광공업기업 수(5인
이상)를 사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의 대리변수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
한의 선전매체분석을 통해 수집된 북한의 지역별 기업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4) 도심거리
도심거리 또한 모든 연구들에서 토지가격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북한지역에서도 취득가능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의
각 청으로부터 광역시도 중심(시청, 도청)까지 직선거리 및 서울시청까지의 직선거
리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북한지역에서는 도심거리 대신 해당 시, 군, 구역의 주
요 철도역에서 도소재지에 위치한 주요 철도역까지 직선거리를, 해당지역에 철도역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중심으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이용한다.27)
26) 유완ꞏ조응래(1990), 이용범(1998), 임윤택(2003), 허재완ꞏ박성민(2016), 박성규(2019) 참조하라.
27) 북한지역에서 시, 군, 구역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하게 위치 파악
이 가능한 해당지역 주요 철도역에서 평양역까지의 직선거리를 대체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철도역이
없는 지역의 중심은 해당지역의 외접 직4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중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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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지가격 결정함수
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별 토지가격은 Cho
et al. (2016)에서 산출한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별 토지자산 총액을 해당 토지
면적으로 나눈 평균가격을 사용한다. 시기적으로는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
용가능하면서 2015년 경 북한 소득수준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
으로 평가되는 1970년대 중후반28), 그리고 도시화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
반29)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는 남한의 1975년 및 1980년 데이터를 사용한
다.30) 한편, 이 시기 북한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수준이 1970년대 중반의 남한
보다 낙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31) 1970년의 자료도 참고로 사용하여 비교한
다.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시, 군, 구별 도로밀도는 지역통계연보의 도로연장 및
행정구역면적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도심거리를 나타내는 시, 군, 구의 청으로부
터 광역시도청 및 서울시청까지의 직선거리는 지리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QGIS)
의 거리측정기능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표 6>에서 본 논문에서 사

28) 한국은행 북한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9.3만원(남한원화)이고 이는 남한의
1981년(126.5만원)~1982년(144.3만원)수준이다. 한편 Kim Byung-Yeon (2017)이 제시한 2012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735달러이다. 이는 남한의 1975년(612.5달러)~1976년(830.4달러) 수준이다. 한
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1.1%인 점을 감안하면
2015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달러화
기준 2015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5~1976년중 남한과 명목기준에서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소득수준 비교는 기본적으로 실질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
으나 본고에서는 관련자료의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명목 소득수준에서 비교대상 연도를 선정하였다.
향후 2015년 북한의 실질소득수준에 해당하는 남한의 과거 시점이 관련연구를 통해 도출된다면 본
연구의 비교시점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9) 통계청 북한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도시화수준은 61.28%이며 이는 남한의 1983년
(61.69%)과 유사하다. 도시화수준을 기준으로 남북한 비교를 한 원석환ꞏ황철수(2018)는 남한 인천시
와 북한 남포시의 도시공간적 유사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2015년 북한의 도시화수준과 유사했던 남한
의 1985년(64.9%)을 비교하고 있다(p.129). 본 연구가 1985년이 아닌 1980년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
는 2015년 기준 북한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환경이 1970년대 중반의 남한보다 낙후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30) 본고는 소득수준이 유사한 경우 토지가격의 결정요인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선영(1995)과 정희근ꞏ최승조(2015)에서도 북한의 토지가치평가의 기준시점을
남북한 소득수준이 유사한 시기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거래 가격자료가 없는
북한지역연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되는 가정으로, 소득수준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환경
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가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31) 2015년 기준 북한의 도로현황은 일반도로 26,183km(도로밀도 0.21㎞/㎢), 고속도로 792km로 1975년
남한의 일반도로 44,885㎞(도로밀도 0.45㎞/㎢), 고속도로 1,142㎞의 절반수준이다(통계청 북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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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urce*

Description

Unit

PRICE

Land price of urban area by city,
Cho et al. (2016)
county and district

KRW/
㎡

ROAD

Road density by city, county and Regional
district (total length/area)
yearbook

km/㎢

FIRM
Independent
Variable MKT

DIST

statistics

Density of industry (number of firms Report on mining and
with more than 5 workers/area)
manufacturing survey number/
㎢
Density of market (number of Regional
statistics
market/area)

yearbook

straight distance from Seoul city hall
Direct measuring using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in local
QGIS tool
area

km

* All data are those for South Korea.

용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을 보여준다.
상업시설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역별 시장의 배치밀도(시장 수/행정구역면적)는
지역통계연보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업밀집도를 나타내는 지역별 광공
업기업(5인 이상) 수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한다.32)

2.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분류한 대로 토지용도를 시가화지역, 농업토지, 산림토
지, 기타토지로 구분하고 시가화지역에 대해 1970, 1975, 1980년의 각 연도에 대
한 횡단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OLS(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을 실시
한다. 추정에 있어서 시, 군, 구별 시가화지역 토지의 평균가격을 종속변수로 하
고, 도로밀도, 산업밀집도, 시장배치밀도, 시, 군, 구의 청으로부터 서울시청역까
지 직선거리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가. 데이터의 기초통계량
<표 7>에서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우선 행정구
역 개편으로 연도별 행정구역의 수(N.obs)가 1970년 178개에서 1975년 187개,

32) 광공업조사통계는 광역시도별 자료만 보고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별 데이터 대신 소속
광역시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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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14개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33) 토지가격을 나타내는 PRICE 변수
의 평균은 1970~1975년 기간에는 5,649원/㎡에서 6,174원/㎡으로 5년간 9% 상
승하는데 그쳤으나, 1975~1980년 기간에는 6,174원/㎡에서 25,116원/㎡로 307%
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도로밀도를 나타내는 ROAD변수도 1970~1975년 기간에는 1㎢당 1.25km에서
1.46km로 16.8% 증가에 그친 반면 1975~1980년 기간에는 1.46km에서 2.14km
로 47% 증가하였다. 이는 1970~1975년 기간에 비해 1975~1980년 기간에 도시
개발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도 급격히 상승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광공업기업의 배치밀도(FIRM), 시장배치밀도
(MKT) 모두 증가하였으며 시, 군, 구의 청에서 서울시청까지의 평균거리는 1970
년 186.2km에서 1975년 184.59km, 1980년 181.38km로 두 기간에 걸쳐 소폭 감
소하였다.

<Table 7>
Variable

PRICE

ROAD

FIRM

MKT

DIST

Summary Statistics
YEAR

MEAN

SD

MIN

MAX

N.obs

1970

5,648.51

11,276.43

498.95

89,147.16

178

1975

6,173.91

11,429.30

498.95

89,147.16

187

1980

25,116.15

37,953.73

1,802.97

243,618.00

214

1970

1.25

2.84

0.05

28.37

178

1975

1.46

2.73

0.05

19.98

187

1980

2.14

4.02

0.06

38.26

214

1970

0.84

2.21

0.07

9.42

178

1975

1.05

2.49

0.05

8.87

187

1980

1.57

3.58

0.06

12.23

214

1970

0.08

0.32

0.00

3.32

178

1975

0.13

0.64

0.00

8.24

187

1980

0.16

0.50

0.00

4.47

214

1970

186.20

106.80

0.72

480.01

178

1975

184.59

110.70

0.72

480.01

187

1980

181.38

112.06

0.72

480.01

214

33) 지역별 통계연보에 따르면 남한의 시, 군, 구 수는 1970년 185개, 1975년 195개, 1980년 217개이며
<표 7>의 샘플수가 이보다 작은 것은 관측누락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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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결과
<표 8>은 도로밀도뿐 아니라 산업밀집도, 시장배치밀도, 서울시청까지의 직선
거리를 포함한 경우에 대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 결정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준
다.34) 우선 도로밀도의 계수를 보면 1970~1975년 기간은 0.38~0.39로 큰 변화가
없지만 1980년에는 0.41로 증가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도로밀도가 1% 증가할
때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이 1970~1975년 기간에는 0.38~0.39% 상승하지만
1980년에는 0.41%로 약 0.03%p 추가로 더 상승하게 된다는 것, 즉 토지가격 형
성에 미치는 도로밀도의 영향이 더욱 커졌음을 말해준다.
산업밀집도를 나타내는 1㎢당 광공업기업(5인 이상) 수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970년 0.23에서 1975년 0.20, 1980년 0.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공장이 많은 곳의 토지가
격이 타 지역에 비해 상승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가
격에 환경문제로 인한 음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8>

Estimation Results(Function: Log Linear)
1970

1975

1980

0.3882***

0.3756***

0.4145***

[5.71]

[5.95]

[7.63]

0.2330***

0.1978***

0.1364**

[4.78]

[4.66]

[3.12]

0.1742**

0.1731***

0.1932***

[3.04]

[3.55]

[4.61]

-0.0946*

-0.1099**

-0.1035**

[-2.43]

[-3.12]

[-2.62]

9.6107***

9.6457***

10.7841***

[39.88]

[43.35]

[48.47]

Rsq

0.7571

0.7876

0.7821

Adj-Rsq

0.7515

0.7829

0.7779

N.obs

178

187

214

ROAD
FIRM
MKT
DIST
Constant

* p<0.05, ** p<0.01, *** p<0.001
[ ] means t-value. Natural log values for all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used in
estimation.
34)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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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접근성을 나타내는 1㎢당 시장의 수는 1975년까지는 0.173~0.174로 큰 변
화가 없지만 1980년에는 0.19로 1975년 0.17에 비해 11.6% 상승하였으며, 도심
거리를 나타내는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는 토지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는 0.75~0.78로 비교
나타났다. 추정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조정결정계수( 
적 양호하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를 보기위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을 산출한 결과는 모두 4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5)

다. 본 논문에서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 산출방식
본 논문에서는 추정한 결과 중, 1975년 및 1980년 데이터의 추정결과를 이용
하여 연도별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을 시, 군, 구역별로 산출하고 두 연도
의 평균을 취하는 방식으로 2015년경의 토지가격을 도출한다.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독립변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
하여 추정한 값에 지수함수를 취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하는 경우 과소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Wooldridge, 2019, p.205~207) <표 8>의 결과를 가
지고 추정된 값은 보정해주어야 한다. Woodridge (2019)의 방법36)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면 남한의 1975년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식의 보정계수의 값은
1.1254, 1980년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식의 보정계수의 값은 1.1438로 산출된다.
<표 9>에서 <표 8>의 추정결과에 Wooldridge (2019)의 보정계수를 적용한 북한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역별 토지가격 산정식을 보여준다.
<Table 9> Formula for Calculating Land Price of Urban Area in North Korea

  × exp    × ln     × ln  

  × ln      × ln   

  × exp    × ln      × ln   

  × ln      × ln   


 


 



Note: 1 and 2 mean that it is the formula for calculating land price of urban area in North Korea derive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data for South Korea in 1975 and 1980, respectively.
35) VIF는 [1, +∞)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흔히 10 이
하이면 다중공선성이 큰 문제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log
 
 exp
36) 


   



 
 exp






log 이다.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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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지가격 및 토지자산 규모 추정
1.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 추정에 사용된 자료
4장에서 추정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 산정식을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면적, 도로밀도, 광공업기업 배치밀도,
시장배치밀도, 해당지역에서 평양역까지의 직선거리를 시, 군, 구역별로 구해야
한다.

가. 시, 군, 구역별 시가화지역의 토지면적
시, 군, 구역별 시가화지역 토지면적은 환경부가 구축한 2018-2019년 북한지역
토지피복도 대분류도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토지피복도는 지역구분이 없이 북한지역 전 지역을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3장 방법론 부분
에서 설명한 대로 시가화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재분류하고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이 제공하는 북한지역 행정구역도를 이용하여 시, 군, 구역
별 시가화지역 토지면적을 도출한다.

<Table 10>

Land Cover Map and the Area by Land Use in North
Korea(2019)
Classification

Area(㎢)

Proportion(%)

Urban land

2,053

1.67

Agricultural land

31,164

25.33

Forestry land

85,280

69.31

Grassland

286

0.23

Wetland

563

0.46

Barren land

1,586

1.29

Water body

2,086

1.70

Others

26

0.02

Total

123,044

100.00

Source: Land Cover Map by Ministry of Environ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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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밀도
도로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역별 도로연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발
표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역별 도로연장을 추정하여
이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북한의 도로 총연장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남한의 통계청이 발표하는 북한
의 도로연장은 2018년 기준 일반도로 26,180km, 고속도로 658km로 합계
26,838km이다.37) 그런데 이 도로연장이 북한의 몇 급 도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한편, 북한의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2016)는 북
한의 도로연장이 총 78,700km38)인 것으로 제시하였고 북한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중국상무부(2017)39)에는 77,500km로 되어있다. 이 자료
는 북한 조선지리전서(1988)의 자료(1982년 기준)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고속도
로와 1~6급도로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리전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도로를 고속도로 및 1~6급 도로로 나누는데 1982년 기준 도로총연장
은 65,317.5km이다. 1982년부터의 시차를 고려하면 2010년 중반에 7.7만~7.9만
km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이다.
북한의 도로총연장과 관련된 자료는 참여형 무료지도 서비스인 OSM(Open
Street Ma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SM이 제공하는 북한지역 도로망도를
지리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QGI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지역 전체에 분
포된 도로망의 총 길이는 74,929km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10). 즉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고속도로 및 1급~6급 도로 모두 합하여 7.5~7.9만km 수준인 것으
로 파악된다. 남한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도로연장 26,838km(고속도로 및
일반도로)40)는 7.5~7.9만km의 36~34% 수준이다.

37) 한편, 남한의 도로연장은 2019년 기준 총 111,314km이며 여기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
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포함된다(통계청, 연도별 도로현황).
38)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 p.18.
39) 中国商务部(2017)，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朝鲜, p.24.
40) 통계청 북한통계, “도로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196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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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oad Classification and the Length in North Korea
(1982, Unit: km, %)

Classification

Number of
Roadway

Length

Total

Proportion

Length of
pavement

60,537.6

100

2,116.00

2

232.9

0.4

232.9

1 Grade

10

2,289.7

3.8

921.4

2nd Grade

29

4,299.6

7.1

283.3

3rd Grade

145

5,939.3

9.8

386.8

Sub total

184

12,528.6

20.7

1,591.50

638

8,334.2

13.8

203.3

5th Grade

7,697.4

12.7

41.4

6th Grade

31,744.5

52.4

46.9

47,776.1

78.9

291.6

Highway
st

th

4 Grade

Sub total

-

Source: Geographical Book of DPRK: Transportation(1988), p.263

한편, 북한의 1982년 기준 도로자료에서 고속도로와 1~4급 도로까지의 합이
21,096km로 도로총연장 60,538km의 35%이다. 즉 남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북한
의 도로연장은 북한의 고속도로 및 1~4급 도로의 총 합계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2>

Road Grade in North Korea(Unit: line, m)
Specification

Belong
to

Grade

Role

1st

Capital-Province
(Arterial road)

2 <

3.5

7 <

1.5 <

10.0 <

Central

2nd

Province-Province

2

3.5

7

1

9

Central

3

Prov.-Prov./Prov.-County

2

3

6

0.75

7.5

Central

4th

County-Ri*

2

2.75

6

0.5

6.5

Province

Ri-Ri

2

2.5

5

5

Village-Village

1

3.0~3.5

3.0~3.5

rd

5

th

6th

N.of
Lane

Width of Width of Width of Width of
Lane
Roadway Top of Road Roadbed

County

Note: Ri is administrative unit in North Korea which is smaller than County and bigger than Villige
Source: Geographical Book of DPRK: Transportation(1988), p.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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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북한의 고속도로 및 1~4급 도로를 북한지역 토지가격 추정에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도로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는지
에 따라 토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토지가격 결정함수 추정에 사
용한 도로연장은 남한의 고속도, 국도, 지방도이며 시, 군, 구도까지 포함된다. 한
편 북한의 도로등급 구분을 보면 5~6급 도로를 군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속으로만 보면 6급 도로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남한의 도로와 비교해
볼 때 마을과 마을, 마을과 포전을 연결하는 1차선 도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재
북한의 도로 수준에 비해 토지가격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선
수와 차선너비를 고려하면 5급 도로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5
급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조금 보수적으로 4급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남한 통계청의 26,838km를 북한지역의 도로연장으로 보고 본
연구에 적용한다.
시, 군, 구역별 도로연장은 북한지역 도로의 전체 길이에 시, 군, 구역별 점유
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도로의 시, 군, 구역별 점유율은 지리정보시스
템소프트웨어(QGIS)를 이용하여 북한지역 도로 전체를 북한의 행정구역(시, 군,
구역)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러자면 북한지역 도로망도가
필요하다. 사용가능한 도로망도는 우선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도로망도인데 지

<Figure 2>

Road Network in North Korea

Source: Ministry of Unification in South
Korea
Road Classification: Unknown
Total Length: 8,078km

Source: Open Street Map(Oct. 2020))
Road Classification: Unknown
Total Length: 74,9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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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QGIS)를 이용하여 총 길이를 계산해보면 8.087km로 확
인된다. 이 길이는 국토연구원(2017)41)의 2016년 기준 북한의 고속도로 및 1급,
2급 도로 합계 8,255.7km와 유사한 거리로 총연장 7.5~7.9만km에 달하는 북한의
전반적인 도로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OSM이 제공하는 북한지
역 도로망도는 총연장 74,929km로 북한의 도로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 군, 구역별 도로 점유율은 OSM의 도로망도를 이용하
여 도로총연장 대비 시, 군, 구역별 도로연장 비율로 산출한다.

다. 산업밀집도
북한의 기업분포는 이석기 외(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및 에너지기업의 수를 산출하고 그것을 해당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
으로 도출하였다. 이석기 외(2014)는 2000~2013년 기간 북한의 노동신문, 민주조
선을 비롯한 선전매체 기사 8만여 개를 분석하여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북한의
기업 2,891개에 관한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이 DB를 이용하여 도출한
2,891개 기업 중에서 소재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96개의 기업을 제외한 2,795개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산업밀집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다만, 1970, 1975, 및
1980년도 남한의 지역별 광공업 기업(5인 이상) 수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광역시도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가격 결정함수 추정에 시, 군, 구별
자료가 아닌 광역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북한지역 토지가격 추정에
있어서도 시, 군, 구역별 평균이 아닌 직할시, 특별시, 도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라. 시장접근성
시장접근성을 나타내는 북한지역 시, 군, 구역별 시장밀도는 미국국제전략문제
연구소(CSIS)와 (사)북한개발연구소(NKDI)가 구축한 북한시장정보와 홍민 외
(2016)의 북한 지역별 공식시장 현황 자료를 참고로 북한의 시, 군, 구역별 시장
수를 구하고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도출한다. 두 자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CSIS의 자료에는 북한의 공식시장의 수가 421개인 반면, 홍민 외
(2016)에는 404개로 되어있다.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홍민 외(2016)에 포함되어
있으나 CSIS의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5개의 시장(평안북도 벽동ꞏ신도ꞏ창성시

41) 국토연구원(2017),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9a)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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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함경북도 청진시 부윤시장, 강원도 법동시장)을 포함한 총 426개의 시장자료
를 사용하였다.

마. 수도(평양역)까지의 거리
도심거리를 나타내는 변수인 수도(평양역)까지의 거리는 해당지역의 철도역으
로부터 평양역까지의 직선거리를 지리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QGIS)의 거리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철도역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였다. 북한 철도역의
시, 군, 구역별 배치와 관련된 자료는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북한 철도망도 및
한국교통연구원(2019b)에서 취득하였다.

2.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 추정
이제 남한자료에 근거하여 추정된 토지가격결정함수에다 앞서 북한의 시, 군,
구역에 대해 확보한 설명변수를 대입하면, 시, 군, 구역별 토지가격이 도출된다.
<표 13>은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별 토지가격산출식(<표 9>)을 이용하여 산출
한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의 평균치와 최대가격 및 최소가격에 해
당하는 지역과 추정가격을 보여준다.
북한지역에서 토지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양시 동대원구역으로, 가장 낮
게 평가되는 지역은 양강도 풍서군으로 나타났다. 두 추정치의 평균은 4,268원/
㎡로 남한의 1975년과 1980년 평균 토지가격인 15,645원/㎡의 27.3% 수준이며,

<Table 13> Land Price of Urban Area in North Korea(Unit: South Korean
Won/㎡)
Price
MEAN (Based on Data for Y1975)
1,892.20 (6,173.9, 30.6%)
MAX

Tongdaewon
(Pyongyang)

21,789.02

MIN

Phungso County
(Ryanggang
Prov.)

386.39

Price
(Based on Data for Y1980)

Average

6,644.52 (25,116.2, 26.5% )

4,268.36(15,645.1, 27.3%)

Tongdaewon
(Pyongyang)

81,451.66

Kyonghung County
1,372.50
(N.Hamgyong Prov.)

Tongdaewon
(Pyongyang)

51,620.34

Phungso County
(Ryanggang
Prov.)

879.44

Note: Numbers in bracket means the average land price of urban area in South Korea and the ratio
of the price in North Korea to that in South Korea in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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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도로, 산업, 시장 등 사회경제적 제 조건이 1970년대 후반 남한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 추정된 북한의 토지가격은 1975년 및 1980년의 남한원
가격으로 되는데, 그 당시의 남한원 기준으로 현재 북한의 토지가격을 논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 우선은 동일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35~40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더욱이는 당시 남한원과 현재 북한원의 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5년 및 1980년의 남한원으로 평가된 북한의 시,
군, 구역별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을 최대값 대비 상대가격비율로 전환하고 그 비
율에 최근 북한에서 조사된 부동산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15년경 북한의
시, 군, 구역별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을 추정한다. 식 (2)는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는 식이다.


   × 
  

(2)

여기서  는  도(특별시)  시(군, 구역)의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의 최대가격
대비 비율을,  는 해당지역의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을,   는

<Figure 3> Land Price Distribution in North Korea by Regions

Note: The more density of color, the high level of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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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그림 3]은 추정된 북한 시가화지역
의 토지가격에 대해 시, 군, 구역별 분포를 색의 농도로 표시한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표 14>에는 2015년 기준 북한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역별 토지가격의
최대값 대비 상대가격비율을 수록하였다.

<Table 14>

Relative Ratio of Land Price of Urban Area in North Korea by
Regions(Tongdaewon District in Pyongyang =100)

Province/City

District/County

Pyongyang

Kangnam

Pyongyang

Price Ratio

Province/City

District/County

Price Ratio

12.69

S. Hwanghae

Sinchon

4.20

Kangdong

9.37

S. Hwanghae

Anak

4.30

Pyongyang

Rakrang Dist.

28.29

S. Hwanghae

Yonan

4.82

Pyongyang

Taedonggang D.

57.02

S. Hwanghae

Ongjin

6.01

Pyongyang

Tongdaewon D.

100.00

S. Hwanghae

Ryongyon

4.77

Pyongyang

Sonkyo Dist.

60.95

S. Hwanghae

Unryul

4.92

Pyongyang

Taesong Dist.

34.63

S. Hwanghae

Unchon

5.12

Pyongyang

Mangyongdae D.

26.28

S. Hwanghae

Jangyon

4.93

Pyongyang

Moranbong Dist.

72.35

S. Hwanghae

Jaeryong

5.72

Pyongyang

Pothonggang D.

60.06

S. Hwanghae

Chongdan

4.24

Pyongyang

Sadong Dist.

18.38

S. Hwanghae

Thaethan

4.82

Pyongyang

Samsok Dist.

13.46

S. Hwanghae

Haeju City

9.97

Pyongyang

Sosong Dist.

48.72

N. Hamgyong

Kyongsong

2.95

Pyongyang

Sunan Dist.

13.10

N. Hamgyong

Orang

2.78

Pyongyang

Ryokpho Dist.

14.66

N. Hamgyong

Kilju

2.77

Pyongyang

Ryongsong Dist.

15.85

N. Hamgyong

Kim Chaek CIty

3.94

Pyongyang

Unjong Dist.

19.36

N. Hamgyong

Rason City

5.47

Pyongyang

Central Dist.

64.70

N. Hamgyong

Myongchon

2.65

Pyongyang

Phyongchon D.

61.67

N. Hamgyong

Musan

2.81

Pyongyang

Hyongjesan D.

23.63

N. Hamgyong

Puryong

2.47

Nampho

Kangso Dist.

11.74

N. Hamgyong

Kyongwon

2.56

Nampho

Hanggu Dist.

13.37

N. Hamgyong

Yonsa

1.94

Nampho

Waudo Dist.

8.55

N. Hamgyong

Onsong

4.11

Nampho

Daean Dist.

12.88

N. Hamgyong

Kyonghung

2.95

Nampho

Onchon

9.41

Chongjin City

Ranam Dist.

8.12

Nampho

Ryonggang

7.05

Chongjin City

Puyun DIst.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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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City

District/County

Nampho

Cholima Dist.

N. Phyongan

Price Ratio

Province/City

District/County

Price Ratio

13.96

Chongjin City

Songphyong DIst.

7.78

Kwaksan

4.40

Chongjin City

Sunam Dist.

13.10

N. Phyongan

Kusong City

4.81

Chongjin City

Sinam Dist.

9.62

N. Phyongan

Kujang

4.82

Chongjin City

Chongam Dist.

4.26

N. Phyongan

Taegwan

3.08

Chongjin City

Phohang Dist.

14.16

N. Phyongan

Tongrim

4.41

N. Hamgyong

Hwadae

3.75

N. Phyongan

Tongchang

3.05

N. Hamgyong

Myonggan

2.87

N. Phyongan

Pakchon

5.69

N. Hamgyong

Hoeryong City

2.79

N. Phyongan

Pyokdong

2.89

S. Hamgyong

Kowon

5.85

N. Phyongan

Sakju

4.59

S. Hamgyong

Kumya

5.70

N. Phyongan

Sonchon

4.64

S. Hamgyong

Rakwon

7.15

N. Phyongan

Sindo

5.00

S. Hamgyong

Tanchon City

3.26

N. Phyongan

Sinuiju City

12.01

S. Hamgyong

Toksong

2.17

N. Phyongan

Yomju

5.92

S. Hamgyong

Pujon

2.20

N. Phyongan

Nyongbyon

5.30

S. Hamgyong

Pukchong

4.28

N. Phyongan

Ryongchon

8.44

S. Hamgyong

Sudong

3.80

N. Phyongan

Unsan

3.55

S. Hamgyong

Sinpho City

9.41

N. Phyongan

Unjon

4.45

S. Hamgyong

Kumho

7.06

N. Phyongan

Uiju

4.28

S. Hamgyong

Sinhung

2.80

N. Phyongan

Jongju City

5.51

S. Hamgyong

Yonggwang

3.79

N. Phyongan

Changson

3.32

S. Hamgyong

Yodok

2.76

N. Phyongan

Chonma

3.38

S. Hamgyong

Riwon

4.64

N. Phyongan

Cholsan

5.04

S. Hamgyong

Jangjin

2.25

N. Phyongan

Thaechon

3.26

S. Hamgyong

Jongphyong

5.32

N. Phyongan

Phihyon

4.15

S. Hamgyong

Hamju

4.65

N. Phyongan

Hyangsan

4.26

S. Hamgyong

Hamhung City

8.07

S. Phyongan

Kaechon City

6.38

S. Hamgyong

Hochon

2.68

S. Phyongan

Taedong

9.20

S. Hamgyong

Hongwon

3.62

S. Phyongan

Taehung

2.28

Kangwon

Kosan

6.09

S. Phyongan

Tokchon City

5.97

Kangwon

Kosong

4.02

S. Phyongan

Maengsan

4.69

Kangwon

Kumgang

3.37

S. Phyongan

Mundok

5.30

Kangwon

Kimhwa

3.96

S. Phyongan

Chongnam

16.78

Kangwon

Munchon

6.89

S. Phyongan

Pukchang

7.51

Kangwon

Popdong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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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City

District/County

Price Ratio

6.02

Kangwon

Sepho

2.96

Sukchon

6.39

Kangwon

Anbyon

5.31

S. Phyongan

Sinyang

4.55

Kangwon

Wonsan City

8.71

S. Phyongan

Anju City

7.72

Kangwon

Ichon

2.83

S. Phyongan

Yangdok

3.90

Kangwon

Changdo

2.85

S. Phyongan

Nyongwon

2.90

Kangwon

Chonnae

5.62

S. Phyongan

Unkok

18.19

Kangwon

Cholwon

4.87

S. Phyongan

Unsan

6.43

Kangwon

Thongchon

3.66

S. Phyongan

Sunchon City

9.52

Kangwon

Phangyo

3.40

S. Phyongan

Jungsan

5.45

Kangwon

Phyonggang

4.47

S. Phyongan

Phyongsong City

9.30

Kangwon

Hoeyang

3.24

S. Phyongan

Phyongwon

8.97

Ryanggang

Kabsan

2.06

S. Phyongan

Hoechang

4.66

Ryanggang

Kim Jong Suk

2.00

N. Hwanghae

Kaesong City

7.00

Ryanggang

Kim Hyong Gwon

2.36

N. Hwanghae

Koksan

4.93

Ryanggang

Kim Hyong Jik

1.82

N. Hwanghae

Kumchon

4.04

Ryanggang

Taehongdan

3.10

N. Hwanghae

Pongsan

6.43

Ryanggang

Paekam

2.13

N. Hwanghae

Sariwon City

10.38

Ryanggang

Pochon

2.29

N. Hwanghae

Sangwon

4.70

Ryanggang

Samsu

2.63

N. Hwanghae

Sohung

4.18

Ryanggang

Samjiyon

2.41

N. Hwanghae

Songrim City

13.59

Ryanggang

Unhung

2.11

N. Hwanghae

Suan

3.80

Ryanggang

Phungso

1.70

N. Hwanghae

Sungho

7.74

Ryanggang

Hyesan City

5.52

N. Hwanghae

Sinkye

3.64

Jagang

Kanggye City

4.40

N. Hwanghae

Sinphyong

2.83

Jagang

Kophung

2.78

N. Hwanghae

Yonsan

4.73

Jagang

Tongsin

2.64

N. Hwanghae

Yonthan

4.78

Jagang

Rangrim

1.98

N. Hwanghae

Unpha

4.82

Jagang

Manpho City

4.18

N. Hwanghae

Rinsan

3.56

Jagang

Songgan

2.96

N. Hwanghae

Jangphung

4.63

Jagang

Songwon

2.12

N. Hwanghae

Junghwa

6.68

Jagang

Sijung

2.88

N. Hwanghae

Thosan

4.63

Jagang

Ryongrim

2.15

N. Hwanghae

Phyongsan

3.88

Jagang

Usi

2.91

N. Hwanghae

Hwangju

7.21

Jagang

Wiwon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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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City

District/County

S. Hwanghae

Kwail

S. Hwanghae

Price Ratio

Province/City

District/County

Price Ratio

6.66

Jagang

Jasong

2.60

Kangryong

2.25

Jagang

Janggang

2.75

S. Hwanghae

Paechon

4.99

Jagang

Jonchon

3.23

S. Hwanghae

Phyoksong

4.45

Jagang

Junggang

3.57

S. Hwanghae

Pongchon

3.61

Jagang

Chosan

3.05

S. Hwanghae

Samchon

5.10

Jagang

Hwaphyong

2.19

S. Hwanghae

Songhwa

4.33

Jagang

Huichon City

3.32

S. Hwanghae

Sinwon

4.80

가격분포를 보면 평양시가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 청진
시, 함흥시, 원산시, 신의주시, 사리원시, 해주시와 같은 특별시 및 도소재지들이
다. 나선특별시와 양강도 혜산시는 여타 주요 도시들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
었다. 나선특별시의 경우는 현재 유일하게 북한의 외국인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지가격 결정요인들에 경제개발구와 같은 정책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예상보다 가격이 낮게 추정되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면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낮은 지역은 풍산고원에 위치한 양강도 풍서군이며 그 다음은 최북단의
함경북도 경흥ꞏ경원군과 명천ꞏ화대ꞏ김책 등 일부 해안지역들, 함경남도 대흥ꞏ허
천ꞏ단천, 양강도 삼수ꞏ갑산, 자강도 중강군과 같은 산간지역들이다.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이 주로 도로와의 인접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로밀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평양시와 도소재지들의 토지가격이 도로밀도가 낮은 산간지역들에 비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 1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2015년 기준 북한 평양시
시가화지역 평균가격 대비 주요 도시별 시가화지역 평균가격의 상대비율을 1980
년 남한의 자료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지방 주요 도시별 상대가격비율은 평양시
100% 대비 신의주시 31.8%, 남포특별시 29.1%, 사리원시 27.5% 등 순으로 높고
강계시가 11.7%로 가장 낮다. 북한의 지방도시 평균은 22.2%로 평양시와의 격차
는 4.5배 이상으로 1980년의 남한의 서울시 100% 대비 지방도시 평균
25.8%(3.9배)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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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gional Disparity of Land Price of Urban Area in South and
North Korea(Unit: %)
North Korea(2015)
Pyongyang

100.0

South Korea(1980)

Average in
Local

Seoul

100.0

Nampo

29.1

Busan

76.7

Kaesong

18.5

Daegu

60.5

Rason

14.5

Incheon

22.8

Chongjin

22.7

Guangju

34.0

Daejeon

7.7

Hamhung

21.4

Ulsan

6.5

Hyesan

14.6

22.2

Suwon

31.1

Chuncheon

15.3

Cheongju

15.6

Cheonan

11.2

Jeonju

27.7

Kanggye

11.7

Sinuiju

31.8

Phyongsong

24.6

Sariwon

27.5

Mokpo

17.9

Haeju

26.4

Pohang

22.6

Wonsan

23.1

Changwon

11.0

Average in
Local

25.8

양과 비평양 도시의 가격격차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격수준이 2~3
위로 추정된 신의주시 및 남포시가 평양의 31.8% 및 29.1%로 나타난 데 비해
남한의 경우 부산과 대구의 가격이 서울의 76.7% 및 60.5%로 훨씬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 북한의 주택거래가격으로부터 토지거래가격의 추출
가. 북한에서 토지거래가격의 함의
토지자산의 화폐가치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서 실제로 거래되
는 토지가격을 알아야 하지만 토지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북한에 거래가격이
명시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합법은 아니지만 주민들
간의 주택거래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42), 주택거래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토지의 가치를 토지가격으로 보고 주택거래가격으로부터 그 값을
42) 김병욱(2019),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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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서 토지가격이 어떤 형태로 현재의 주택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한 홍성원(2014)에 따르면 북한 부동산투자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
은 토지비용이다. 시장거래를 목적으로 건설ꞏ판매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기
관과 돈주라고 하는 개인투자자의 협업으로 진행되게 되는데43) 이 과정에서 토
지이용에 관한 당국의 공식적인 인허가 취득, 건축설계, 감리 등 업무를 일명 건
설주44)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공급 및 시공을 개인투
자자가 서로 분담하게 된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토지이용 인허가는 건설주로 되
는 국가기관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명의를 빌려주고 설계와 감리
를 담당하는 대가로 준공 후 전체 물량의 40~50%를 차지하며, 10~20%는 인허
가를 담당하는 당국이 차지하게 된다(홍민, 2014, p.45). 또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 승인과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뇌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비용
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홍성원, 2014, p.33). 즉 토지이
용에 관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게 되는 주
택물량(40~50%)의 일부, 인허가를 담당한 당국이 차지하는 물량(10~20%),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뇌물비용은 최종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되게 되는데 바로 이 부
분을 토지와 관련된 비용, 즉 토지가격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
한 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주인 국가로
부터 받은 권한인데 이 권한을 영위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바로 북한의 주택거래가격에 포함된 토지가격이다.
이 몫은 건설주로 되는 국가기관이나 인허가를 담당한 권력기관의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주택가격의 20%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북한에서의 토지가격을 토지이용과 관련한 인허가를 둘
러싼 국가기관과 당국의 지대추구행위의 결과로 보고 일부 도시들에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으로부터 토지가격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지역별 토지거래가
격과 토지자산총액을 실험적으로 산출한다.

43) 홍성원(2014)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택건설 운영방식에는 국가계획에 의한 건설(A형), 국영기업소와
개인투자자의 협력에 의한 건설(B형), 개인투자자에 의한 건설(C형)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B형, 즉 공적투자와 개인투자가 결합된 방식이다(p.37).
44) 시공 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건설물의 관리자로 되는 계약당사자, 일반적으로 국
가건설계획지표를 받은 기관ꞏ기업소가 된다(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8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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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실제 주택거래가격
지금까지 북한지역 주택가격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들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 전반에 대한 시계열적인 주택거래가격을 파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상희 외(2015), 정은이(2015), 김병욱(2019)
등 북한지역에서 주택시장의 형성과 메커니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연구에서 평양, 신의주, 함흥
등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가격들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는 있다.
최상희 외(2015)에서는 재북 당시 주택거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통해 주요 도시별 평균주택가격을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평
양시 3만~4만 달러, 함흥시 3천~7천 달러, 신의주시 2천~5천 달러, 남포특별시 1
천~5천 달러, 청진시 1천~3천 달러 수준이다. 상대가격 비율로는 평양을 100으
로 보았을 때 함흥시 12.5%, 신의주시 8.75%, 남포특별시 7.5%, 청진시 5.0%로
평양시와 지방도시간의 가격격차가 8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Average Housing Price in Main Cities of North Korea(Unit:
1US$/a house, %)
Median Value

Relative Price
Ratio(Pyongyang=100)

City

Price

Pyongyang

30,000~50,000

40,000

100.00

Hamhung

3,000~7,000

5,000

12.50

Sinuiju

2,000~5,000

3,500

8.75

Nampo

1,000~5,000

3,000

7.50

Chongjin

1,000~3,000

2,000

5.00

Source: Calculated using the data from Choi et al. (2015)

<Table 17>

Housing Price in Pyongyang(Unite: ㎡, 1US$/a house)

District

Year

Area

Price

Unit Price

Source

Pothonggang

2014

350

350,000

1,000

Jeong (2018), p.22

Central

2015

180

200,000

1,111

Rakrang

2014

60

15,000

250

Choi et al. (2015),
p.103

Central

2019

150

200,000

1,333

Kim (2019),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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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균가격은 아니지만 최상희 외(2015), 정은이(2018) 및 김병욱(2019)에
서 평양시 일부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 따르
면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14년 35만 달러(350㎡), 2015년
20만 달러(180㎡), 2019년 20만 달러(150㎡)로 보고되었다.
1㎡당 가격으로는 2014~2019년 기간 동안 중구역을 비롯한 중심지역에서
1,000~1,300달러, 같은 평양시이지만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낙랑구역은 2014년
250달러로 동년 중구역(1,111달러)의 22.5%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 추정한 가격
에 따른 북한지역 최고가격인 평양시 동대원구역 100% 대비 낙랑구역의 상대가
격비율 28.27%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두 자료 모두 평양시 안에서도 중심
지역과 외곽지역의 가격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3~2014년 기간은 북한에서 미래과학자거리(2016년 완공), 마식령스
키장(2014년 완공)을 비롯하여 북한에서 대대적인 주택건설 붐이 일던 시기로,
이 시기의 주택가격이 그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이 호황
을 누리던 시기와 겹치는데 북한 무연탄 수출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정은이
(2016)에 따르면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견인하던 중국의 자원수요가 경기하락으
로 감소하면서 2013년 톤당 100~120달러에 거래되던 무연탄 가격이 2015년에는
60~65달러, 2016년 2월에는 43달러까지 하락하였다(p.32). 중국의 수요감소로 북
한의 광물수출은 2013년 18.9억달러(수출총액 대비 58.9%)를 정점으로 2014년부
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개발로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가 강화되면서 2017년 8월부터는 석탄, 철광석 수출이 전면 중지되게 된
다([그림 4]).
북한의 부동산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 이 광물자원의 수출대금을 원천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주택수요 또한 광물자원 수출로 돈을 번
국가 권력기관 및 그와 결탁한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2014년 이후로 북한에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표
17>에 제시된 북한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가격이 대체로 2015년 수준이라고 가정
하고 토지자산규모를 실험적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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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otal and Mineral Export Volume of North Korea(2003-2019,
Unit: 1 Million US$, %)

Note: Proportion of Mineral Export = Mineral Export Volume(Coal and Iron ore)/Total Export
Volume
Source: KOTRA

최상희 외(2015)에서 조사한 주택거래가격은 주택 한 채당 평균가격으로 1㎡당
가격을 산출하려면 북한지역 주택의 평균면적을 알아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2010)의 2008년도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지역 가구 588만
7,471가구 중 73.47%에 해당하는 432만 5,378가구가 50~75㎡ 규모의 주택에 살
고 있고 50㎡ 이하 16.97%(99만9,387가구), 75~100㎡ 7.64%(44만9,925가구),
100㎡ 이상 1.92%(11만2,781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

<Table 18> Average Housing Price in Main Cities of North Korea(Unit: ㎡,
1US$/㎡)
City

Area

Price

Price per 1㎡
20141)

2015

Pyongyang

30,000~50,000

640.0

640.0

Hamhung

3,000~7,000

80.0

80.0

2,000~5,000

56.0

56.0

Nampo

1,000~5,000

48.0

48.0

Chongjin

1,000~3,000

32.0

32.0

Sinuiju

50~75

Note: We assumed that the price from Choi et al. (2015) equals to that in 2014.
Source: These are calculated using the data from KOFIH (2010) and Cho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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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주택면적을 50~75㎡로 보고 지역별 주택가격의 평균단가를 산출한다.
<표 18>에서 최상희 외(2015)에서 조사한 주요 도시별 평균 주택가격과 한국국
제보건의료재단(2010)의 북한지역 주택의 평균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
기준 북한지역 주요도시별 평균 주택가격 단가를 보여준다.

다. 주택거래가격에 포함된 토지가격의 비율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북한지역의 주택거래가격에 포함된 토지가격은 주택건설
에 필요한 토지이용 인허가를 둘러싼 국가기관과 당국의 지대추구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며 그 크기는 최소한 주택가격의 2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을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한 수치이기 때문
에 여타 국가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가자산부채표를 처음으로 작성한 李扬 외(2013)에 따르면 주택가격
에 포함된 토지가격(토지구입가격)의 비중은 1998~2011년 기간중 20%인 것으로
나타났다(p.259). 한편 Ünsal Özdilek (2012)은 캐나다 몬트리올섬의 13,384건의
주택거래 사례로부터, 거래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토지특성과 주택특성을 나타
내는 각각 11개 및 9개의 속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의 비중을 67%와 33%로 추정하였다.45) 북한의 개별적인 주
택거래가격이나 주택의 특성을 알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유사하게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집체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로 북한지

<Table 19> Estimated Hausing and Land Price in Main Cities of North Korea
(2015, Unit: 1US$/㎡)
City

Price
Housing

Land

Pyongyang

640.0

128.0

Hamhung

80.0

16.0

Sinuiju

56.0

11.2

Nampo

48.0

9.6

Chongjin

32.0

6.4

45) Ünsal Özdilek (2012)에서는 OLS 회귀분석 결과에서 설명변수들의 계수들만으로 건물과 토지의 비율
을 도출하였다(p.78). 구체적으로는 추정식이 [전체가격(Y) = 상수항 + 토지특성계수 * X1 + 주택특
성계수*X2]로 되는데 여기서 상수항에 대해서는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
고 나머지 두 개 부분의 비율만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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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주택가격에 포함된 토지가격의 비중을 20%로 보고 지역별 토지가격과
자산규모를 실험적으로 산출한다. <표 18>의 주택거래평균가격의 1㎡당 가격에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 기준 북한지역 주요도시의 토지가격을
<표 20>에서 보여준다. 평양시 128달러, 함흥시 16달러, 신의주시 11.2달러, 남
포특별시 9.6달러, 청진시 6.4달러이다.

4. 토지자산 규모 추정
가. 토지자산 규모 추정
북한의 특정 도시의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이 도출되면 <표 14>의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대비 여타 시, 군, 구역별 토지가격의 상대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시,
군, 구역별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을 산출하고 해당 지역의 시가화지역 면적을 곱
하는 방식으로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의 토지자산의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0>은 함흥시, 신의주시, 남포특별시, 청진시의 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평양시 동대원구역의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을 구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시, 군, 구역별 시가화지역의 상대가격 비율과 면적을 곱하여 구한 기준가격별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총액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상희 외(2015)에서 가장 낮
은 것으로 조사된 청진시 시가화지역 토지가격(6.4달러/㎡)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 북한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가치는 107.6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함흥시 시가화지역 토지가격(16달러/㎡)을 기준가격으
로 하는 경우 366.5억 달러로 나타나 청진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3.4배나 많게
추산되었다.

<Table 20> Land Assets of Urban Area in North Korea(2015, Unit: 1 Billion
US$)
Benchmark Price

Land Assets Volume of Urban Area

Hamhung

36.65

Sinuiju

24.12

Nampo

14.78

Chongjin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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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에 따라 토지자산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는 모형의 적합성과 기준가격
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토지가격 결정함수
가 북한의 지역 간 가격격차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조사된 가격이 해
당지역의 평균적인 토지가격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남북한지역 모두에서 취득 가능해야 하는 동시에 남한지역에서 유
의한 토지가격 결정요인으로 되어야 하는, 극히 몇 개의 제한된 특성요인만을 이
용하여 토지가격 결정함수를 도출하는 본 연구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이며 향후
남북한지역 모두에서 취득 가능한 특성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지역에 대해 간접적인 조사를
통해 취득해야 하는 북한정보의 특성상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다. 조사된 자료가 4~5개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성과 기준가격
의 정확성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의 근본 요인으로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
렵다. 이 문제는 추후 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검증과 보완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
제이다.
그렇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북한의 토지자산이 추정되어야 하는가? 위에
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함
흥시, 신의주시, 남포특별시 및 청진시에 대해 조사된 가격으로 추정된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일차적인 추정 결과로 제시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46)
본 연구의 추정결과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총액은 215.8억 달
러로 추산되었다.47) 도시별로 보면, 평양시(88.4억 달러, 40.97%), 남포특별시(12
억 달러, 5.59%), 함흥시(6억 달러, 2.77%), 청진시(4.9억 달러, 2.27%) 순으로 크
며 강계시가 0.5억 달러(0.23%)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평균가격을 도출함에 있어서 평양시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를 포함시킬 경우 과대추정될 우려
가 있어서 평양시 가격 기준 추정결과는 제외한 4개지역(함흥, 신의주, 남포, 청진) 평균을 사용한다.
그러나 평양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추정결과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함흥, 신의주, 남포, 청진
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이는 실험적인 추정결과로서 본고의 한계로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이다.
47) 이 결과는 남한의 1975년 및 1980년 토지가격 결정함수의 추정계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
데 1970년 및 1975년 추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해보면 229.7억 달러로 조금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
는 토지가격의 지역격차가 1970~1975기간이 1975~1980년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
대가격비율의 표준편차를 산출해보면 1970~1975기간은 13.1로 1975~1980기간 12.9에 비해 조금 높
게 나타난다. 남한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토지가격의 지역격차가 197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 감소
하였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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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Assets and Proportion of Urban Area in Main Cities of
North Korea (Unit: 1 Billion US$, %)
Proportion

City

Land Assets
Volume

By City

Sub Total

Pyongyang

8.84

40.97

40.97

Nampo

1.21

5.59

Kaesong

0.39

1.79

Rason

0.12

0.58

Chongjin

0.49

2.27

Hamhung

0.60

2.77

Hyesan

0.08

0.39

Kanggye

0.05

0.23

Sinuiju

0.32

1.48

Phyongsong

0.23

1.09

Sariwon

0.22

1.01

Haeju

0.26

1.20

Wonsan

0.25

1.18

Others

8.52

39.46

39.46

Total

21.58

100.00

100.00

19.57

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
한편 달러화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
나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216억 달러)는 국내총생산(GDP)
의 1.2~1.3배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UN이 발표하는 북한GDP(163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비율은 1.3배이며 Kim Byung-Yeon (2017)을 이용
하여 추정한 북한GDP(182억 달러)48)를 기준으로 하면 1.2배이다. 본고의 추정
치와는 무관하게 분모로 되는 북한GDP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비
율이 보다 정확히 추정되려면 북한GDP 규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필요
해 보인다.

48) Kim Byung-Yeon (2017)의 2012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 735달러에 2015년 북한인구 2,477만 명
(통계청 발표자료)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치. 북한의 2013~2015기간 경제성장률이 각각 1.1%, 1.0%,
-1.1%로 나타나(한국은행 발표자료) 2012년과 2015년 북한의 GDP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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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and Assets and Ratio to GDP in North Korea(2015, 1 Billion
US$)
Land Assets Volume

Land Assets
Volume
/GDP

21.6

1.19~1.33

GDP
Kim Byung-Yeon(2017)

UN

18.21)

16.3

Note 1): Estimated Value using the data from Kim Byung-Yeon (2017)

<Figure 5> Land Assets Ratio to GDP in South Korea(Urban Area, Unite:
1 Billion US$, %)

Source: Made using the data from Cho et al. (2016)

2015년의 북한의 GDP 대비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비율(1.2~1.3배)을 남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는 남한에서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후반 경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1978~1980년 기간 중의
시가화지역 토지자산의 GDP 대비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범위에서 변동하였다.
다만, 북한GDP 규모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비슷한 시기를 특정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북한의 GDP 대비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비율이 소득수준 기준으로 볼
때는 남한에 비해 대체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에 비해
서는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1.1%이며 대대적인 부동산 건설 붐이 일었던 2013~2014년 기간은 평균
1.05%였다. Cho et al. (2016)의 연구결과로부터 남한에서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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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DP 대비 비율이 이와 유사했던 시기를 구해보면 1978~1980년 기간으로 나
타나는데, 이 시기 남한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6%였다.49)
북한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10~2014년 기간 경제성장률 평균
1.05% 수준에서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규모의 GDP 대비 비율 1.2~1.3배는 그와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의 1978~1980년의 경제성장률과 대비해 볼 때 높
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북한에서 GDP 대비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가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최상희(2015)에서 조사한 가격이 북한지
역의 평균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북한에서 주택문제는 식량문제와 함께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만성적인 부족을 겪는 문제로, 주민들의 구매력만 보장된다면 언제 올라도 이상
하지 않을 상황이다.50) 여기에 2008년 이후 광물자원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로부
터 벌어들인 외화자금이 주택건설에 투입되고 시장화의 확산과정에서 돈을 번
개인사업자들과 권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관료들의 수요가 맞물려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은 조사된 가격이 2015년 이전의 가격이고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기가 북한의 자원 위주의 수출이 최고의 호황기인 점
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대대적으로 주택건설에 집중되
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규
모와 성장률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유추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빨리 올랐는지는 정은이(2018)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주택이 극도로 부족할 때 방 한 칸에 100달러씩 거래
되다가 1990년대 들어 1천 달러, 2000년대에 들어 1만 달러, 2010년 이후에는
10만 달러 아파트가 등장했으며(p.11),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건설된 350㎥ 크기
의 아파트는 2012년 건설되기 전에 이미 20만 달러로 판매가가 예측되었으나
2014년 완공 후 35만 달러에 판매가 이루어졌다(p.22).
또한, 주택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합법적인 부동산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의 상승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세칙, 조례 등 제도적인 장치 또한 부재한 환경이 주택가격 더 나아가서 토지가
49)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한의 1978~1980년 기간 경제성장률은 각각 11%, 8.7%, -1.6%이다.
50) 최상희(2015)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공급률은 남한의 연구기관별로 추정치가 상이하나 대략 55~83%
수준이다(p.67).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른 남한의 주택보급율은 2018년 기준 10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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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급등에 일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택가격과 토지비용의 급등이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토지가격의 상승이 경제주체에 일정 정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토지는
좋은 담보물로 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가의 상승이 우회적으로 산업계의 생산비용을 높여 특히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남한의 경
험으로 볼 때 지가상승률이 1%p 상승하면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GDP의 증가율
이 0.14%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손재영, 1993, p.34). 물론 현재의 북한
과 같이 토지를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는 구조에서 주민들 간 주택거래가
격상승이 북한당국의 도로나 항만건설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지
역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
다. 특히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이 은행의 담보대출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금융시
스템이 없는 북한에서 이처럼 투기행위에 가까운 부동산투자로 주택가격이 급등
하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주택시장에 집중되는 반면 자금이 필요한 기업부문
에 돈이 부족해지는 쏠림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다.

Ⅵ.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토지가격이나 토지특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조건에서 북한의 토지자산규모를 시장거래가격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
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북한과 남한의 과거 경제개발 시기를
연계하여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총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
고 이를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의 북한과 소득 또는 도시
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사성을 보였던 남한의 1975년과 1980년에 대해 시,
군, 구 단위의 시가화지역 평균 토지거래가격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그것을 바
탕으로 최근 북한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역별 토지가격을 산출한 다음 위성영
상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시가화지역의 면적을 결합하여 북한 전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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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시가화지역 토지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토지가격은 도로밀
도와 해당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분포밀도, 시장의 분포밀도, 수도로부터의 거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북한지역에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시가화지역의 시, 군, 구역
별 토지가격은 평양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신의주시, 남포특별시, 사리원시,
해주시, 평성시 등 특별시 및 도소재지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풍산고원에 위치한 양강도 풍서군이고 그 다음
은 최북단의 함경북도 경흥ꞏ경원군과 명천ꞏ화대ꞏ김책 등 일부 해안지역들, 함경
남도 대흥ꞏ허천ꞏ단천, 양강도 삼수ꞏ갑산, 자강도 중강군과 같은 산간지역들이었
다. 시가화지역 토지가격의 수도와 지방도시간 격차는 평양의 평균가격이 타 지
역 평균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당시 남한에서 서울시 대
지의 평균가격이 지방도시 평균에 비해 3.8배 정도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북한의 평양과 지방도시간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특히, 평
양의 가격이 2~3위 그룹에 속하는 신의주시와 남포시의 가격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북한에서 2015년경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에 토지분이 20%를 차지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할 경우 북한 전역의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규모는 215.8억 달러로 추
정되었다. 이는 북한 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 정도 비율
은 남한의 1978~1980년 기간과 유사한 것인데, 이 시기에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의 2013~2014년중 경제성장률은 평균 1.05%로 큰 차이
를 보였다.
본고는 북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
비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 전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론과 모형, 실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최초의 연구로서 본 논문이 가지
는 의의가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 평양시 동대원구역의 토지가격이 제일 높고 그다음 모란
봉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정은이(2018)의 조사 결
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동대원구역은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
역, 모란봉구역 등에 이어 7번째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평양은
당과 정부의 중앙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시설, 전력공급 등 거주환경이 다
른 구역에 비해 월등한 중구역의 가격이 가장 높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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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양시 평균가격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1위가 동
대원구역인지 중구역인지를 논하는 것의 의미는 별로 크지 않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함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토지가격을 도로, 기업, 시
장, 거리와 같은 몇 개의 변수들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한 남한지역의 토지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연구
의 시간적 범위가 199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이 연구들이 전력, 상하수도 등과
같은 생활환경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지 않은 것은 남한에서 1990년대 이
후 시기는 이미 인프라시설이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이러한 요인들이 토지가격
형성에 더 이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의 남한과 달리 현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에서 전력이나 상하수도 등 생
활환경 조건은 토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바
탕으로 세분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주택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보다 확실한 결정요인들을 찾아 보완해야 할 과제
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중공업시설과 경공업시설) 위치현
황 및 현지주민들의 선호도, 무역항의 유무, 해당도시의 국가정책상 중요도 등
해당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결정요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기준가
격에 따라 토지자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
인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추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
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이 재정확충 및 경제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이미 형성된 주택거래시장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소유권은 국
가가 가지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민들에게 양도하고 사용권 거래를 합
법화하는 것이다. 거래를 합법화해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둘러싼 국가기
관들의 지대추구로 국부가 소수의 관료들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5년경 시가화지역 토지자산의
규모만으로도 216억 달러로 북한 GDP의 119~133% 범위에 위치한다. 중국의 경
우만 보더라도 도로, 전력시설, 항만 등 특정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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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금수입(政府性基金收入)에서 국유토지양도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75%(3.1조위안)를 차지한다(李扬 외, 2013, p.30).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토지사용권 거래를 일반주민들에게도 허용하여 다
양한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과 개발이 활성화되면 토지의 가치가 향상되고 당국
의 재정수입도 증가하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더불어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부동산거래의 합법화와 같은 토지시장의 개혁은
향후 토지자산을 담보로 한 북한금융의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자금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합리적인 토지가치의 평가를 전
제로 하며 이렇게 평가되는 가치 즉 토지가격은 계획이 아닌 거래에 기반한 것
이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용룡(2017),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적인 부동
산거래제도의 실시,” 경제연구, 2017-1호.
공민달(2015), 북한경제와 토지제도, 선인.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권오상(2008), “농지가격의 결정요인: 다단계 특성가격모형,” 농업경제연구, 제49권 제
1호.
국토교통부(2020),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김광국ꞏ황지욱(2010), “특성감안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한 도심부 토지이용의 지가결정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1호.
김광길(2012), “토지가격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2-4호.
김금해(2017), “부동산관리에서 화폐적공간들의 합리적리용,” 경제연구, 2017-4호.
김미숙ꞏ김두환ꞏ최대식ꞏ박진용(2016), 북한지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연
구, LH토지주택연구원.
김미숙ꞏ박은숙(2019),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54권 제7
호, pp. 103-113.
김병욱(2019), “대북제재하 북한의 혜산시 부동산 상품별 거래행태와 특징,” 부동산분석,
제5권 제3호.
김영도(2010), “공장, 기업소부지의 토지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 지질 및 지
리과학, 2010-2호.
김진ꞏ이영재ꞏ이길재ꞏ박정회ꞏ곽호선ꞏ이종락(2017), 지목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12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2호 (2021.6)

리동구(2006),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6-4호.
박경일ꞏ김영민(2009), “부동산토지가격평가의 한가지 방법에 관한 연구,” 지질 및 지리
과학, 2009-4호.
박성규(2019), “농지의 가격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9집 제2호.
법원행정처(1997), 북한의 부동산 제도.
손재영(1993), 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송금화ꞏ유선종(2005), “대전광역시 지가평가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시청까지의 직선거
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논문집, 통권 제3호.
원석환ꞏ황철수(2018), “공간적 도시 유사도 분석: 남ꞏ북한 도시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
지, 제52권 제1호.
유완ꞏ조응래(1990), “지가평가모형의 개발,” 국토계획, 제25권 제1호.
이석(2015), 북한의 가구경제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이석기ꞏ심완섭ꞏ김창모ꞏ빙현지ꞏ이승엽(2014), 북한의 기업, 산업연구원.
이선영(1995), “통일후 북한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 감정평가논집, 제5호.
이용범(1998), “임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4집.
이정전(2015), 토지경제학, 박영사.
임윤택(2003), “대전광역시 지가모형의 변화,”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전홍택(1992),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의 GNP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정경주ꞏ김현수(2019), “북한지역 지가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54권 제5호.
정은이(2012), “북한에서의 주택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정은이(2015),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정은이(2016),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 무역에 관한 연구: 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
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8호.
정은이(2018),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평양을 중심으로-,” 동북아경
제연구, 제30권 제4호.
정희근ꞏ최승조(2015),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토
지공법연구, 제68집.
정희철(2015),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토지피복지도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1985), 경제사전.
최상희ꞏ최대식ꞏ이종권ꞏ홍성원(2015), 북한주택 현황조사ꞏ분석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2019a), 동북아북한교통자료집: 북한 도로교통,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한국교통연구원(2019b), 동북아북한교통자료집: 북한 철도교통,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에 관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12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10),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한국은행(2015),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허강무(2011),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토지가격 산정제도,”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1호.
허재완ꞏ박성민(2016),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토지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지역경제연구, 제33권.
허진욱(2013), “부동산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3-1호.
허철환(2014a), “부동산사용료계산의 과학성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4-1호.
허철환(2014b), “부동산분류와 독립채산제기업소 부동산사용료 적용대상,” 김일성종합대
학학보, 2014-2호.
허철환(2015), “부동산가격제정의 원리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4호.
홍민(2014),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홍민ꞏ차문석ꞏ정은이ꞏ김혁(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
연구원.
홍성원(2014),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아파트 건설 및 매매를 중심
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Greenstone, Michael (2017), “The Continuing Impact of Sherwin Rosen’s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ctical Economy, Vol. 125, No. 6, pp. 1891-1902.
Kang, D. W., Kim, M. Y., Cho, D. H., and Lee, S. W. (2010), “The effects of Urban
Development Pressure on Agricultural Land Price; Application of a Mixed GWR
Model,”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33, No. 4, pp. 63-83.
Kim Byung-Yeon (2017),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n, Sherwin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1, pp. 34-55.
Cho, Taehyoung, Choi, Byoungo, Jang, Kyeongchelo , Kim, Eunwoo (2016), “Estimating
The Value of Land For Korea Since 1964,” Working Paper, Bank of Korea.
Özdilek, Ünsal (2012), “An overview of the enquiries on the issue of apportionment of
value between land and improvements,” Journal of Property Research, 29:1.
Wooldridge, Jeffrey M. (2019), Introductory Econometrics, 7e,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Cengage, Boston.
中国商务部(2017)，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朝鲜, 中国商务部
李扬 张晓晶 常欣(2013), 中国国家资产负债表2013-理论，方法与风险评估, 中国社会
科学出版社.

12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2호 (2021.6)

Estimating Land Assets in North
Korea: Framework Development &
Exploratory Application
Song Lim*
In this study, we present a methodology and model to estimate land prices and
the value of land assets in North Korea in the absence of any data about land
characteristics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Using this framework, we
experimentally make market price-based estimates for land assets across the entire
urban area of North Korea.
First,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land prices in South Korea using data
on market prices of land from the late 1970s, when it was estimated that the income
level ga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n’t relatively large, and from
the early 1980s, when urbanization levels in both of them were similar.
Second, we calculate land prices and their relative ratios for each city and urban
area in North Korea around 2015 by substituting proxy variables of determinants
of land prices derived through a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of North Korea
into the function of land prices that we have already estimated.
Finally, we estimate the value of land assets in urban areas across North Korea
by combining the ratio of housing transaction prices surveyed in several cities in
North Korea with the relative prices estimated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land prices in urban areas in North Korea, looking at the relative
ratio of price by city, are estimated to be the highest, at 100.00, in Tongdaewon
district of Pyongyang, and to be the lowest, at 1.70, in Phungso county, Ryan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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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Meanwhile, the value of land assets in urbanized areas was estimated at
$21.6 billion in 2015, which was 1.2 to 1.3 times the GDP of North Korea that
year. This ratio is similar to South Korea's in the 1978-1980 period, when the South
Korean economy grew at an average rate of 6%. Considering North Korea’s growth
rate of about 1% in the 2013-2014 period, its ratio of land assets to GDP appears
very high.
JEL Classification Number: E37, R10, Q15, Q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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