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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여러 외국투자관련법규정

들을 새로 제정발표하거나 일부 법규들을 수정보충하여 외국

투자의 법률적제도를 완비하였으며 외국투자절차를 간소화하

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경제지대투자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2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가들의 투자에 대한 법률적담보를 제공할수 있는 유리한 조

건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지리적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라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있으며 경도상으로는 E 124° 10′ 45″로 

부터 E 131° 52′ 22″사이, 위도상으로는 N 33° 06′ 45″로 

부터 N 43° 00′ 33″사이에 놓여있습니다.

북쪽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로씨야가 국경을 

접하고있고 동쪽은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서쪽

은 조선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부해안지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 로씨야, 일본 등 나라들의 

중심에 위치하고있으며 반경 1 000㎞내에 6억명의 인구가 

밀집된 거대한 소비시장과 련결되여 있습니다.

륙지면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면적은 123 214㎢ 

입니다.

행정구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개의 도와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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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로 되여있습니다.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 강원도

직할시: 평양시. 라선시, 남포시

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입니다. 

경제관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사회주의적생

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고있는 사

회주의계획경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의 소유입니다.

금융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제도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자립적금융제도이며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자금

적으로 담보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

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제도는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

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일성을 보장하고 대외금융업무의 전

문화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중앙으로 부터 도, 시, 군에 정연

하게 세워져있습니다.

금융제도는 은행체계와 보험체계로 구성되여있습니다.

사회적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에 

창건되였습니다.

위대한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

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온 사회가 서

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안정되고 공고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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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환경이 마련되여있습니다.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전반적12년제무

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리고있으며 국가로 

부터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

라 직업을 선택하고있습니다.

종교, 당파, 지역,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업이나 파업, 태업같은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

와 우월한 고등교육체계에서 교육을 받은 능력있는 기업관리

일군들과 과학기술인재들이 있습니다.

각이한 경제부문에서 외국투자가들과 협력할수 있는 풍부

한 인적자원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외국투자정책: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

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투자정책은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면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투자를 

받아들이는것입니다.

투자환경: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

계적으로 135개의 나라에 약 3 000개의 경제지대가 있으며 

여기에서 5 000억US＄의 무역관련부가가치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계 경제지대의 경험과 교

훈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나라의 실정과 리익에 부합되는 우

리 식의 경제지대를 창설운영할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해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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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에 이바지하며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직할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도록 하

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

제개발구법을 채택공포한데 이어 2013년 11월 21일과 2014년 

7월 23일을 비롯하여 정령으로 10여개의 직할시, 도들에 경

제개발구들을 창설한다는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직할시. 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은 매개 지방의 경제기

술적토대와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배후지와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거래와 수송을 발

전시킬수 있게 위치를 정하고 전망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은 자기의 전문분야와 희망에 따라 적

합한 경제개발구를 선택하고 공업과 농업, 무역, 관광,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정된 사회정치적환경과 자립

적민족경제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 커다란 발전잠재력과 

유리한 지정학적위치, 풍부한 자연부원과 재능있고 근면하며 

경쟁력있는 인적자원, 비교적 완비된 투자관련법률제도는 세

계 여러 나라 투자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경제개발구 우대정책: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제개발

구개발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경

제개발구 창설규정,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경제개발구 환경

보호규정,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시행세칙 등 수십개의 법, 규

정, 세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투자가들에게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되며 그들에게 부여



 7

된 권리와 리익,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며 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선

택에서 우선권과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줍니다.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

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주며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

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줍

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

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줍니다.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

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

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이고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 장려부문은 10%입니다.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며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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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급경제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t Zone

元山-金刚山国际旅游区
위치: 강원도의 일부 지역

면적: 440㎢

업종: 생태환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국제적인 휴양 및 

        치료관광, 력사유적관광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대륙의 동쪽 조

선반도의 중부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지대는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와 울라지보스또크, 중국의 베이

징, 상해, 심양을 비롯하여 인구가 100만명이상 되는 40여개의 도

시들로부터 비행기로 3시간이내에 오갈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

습니다. 

지대의 개발총면적은 440㎢입니다.

지대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지대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

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로 나누어 개

발하게 됩니다.

개발방향은 크게 원산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휴양문화시설들과 

생태환경조건이 조화롭게 결합된 국제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금강

산지구, 통천지구, 석왕사지구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력사유적

관광지구로,  휴양 및 치료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개발과 운영을 동

시에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원산은  강원도의 소재지이며 항구도시이고 면적은 320㎢, 인

구는 약 35만명입니다.

원산지구개발총계획령역은 7 400여h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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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시도시중심부개발계획은 도시중심축건설, 살림집지구건

설, 산업지구건설, 록지조성 및 관광시설건설, 숙박시설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지구에는 2 200여ha의 면적에 10여개의 스키주

로와 야외스케트장을 갖춘 종합적인 스키장지구와 주변풍치에 잘 

어울리게 꾸려진  마식령호텔이 있습니다.

울림폭포지구에는 1 000여ha에 달하는 면적에 높이가 75m인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폭포중의 하나인 울림폭포가 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지구와 울림폭포지구에서는 이미 꾸려진 봉사시

설들을 잘 운영하면서 수요에 맞게 보충확대합니다.

석왕사지구에는 고려(918년-1392년)말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

기에 건설된 유명한 절간들인 조계문, 응진전을 비롯한 50여채의 크

고 작은 력사유적들이 있으며 등산길, 여러개의 약수터와 치료 및 관

광시설들과 숙박시설이 이미 꾸려져있습니다.

석왕사지구의 총개발령역은 1 500ha입니다.

석왕사로부터 보문암앞까지의 등산길을 새로 건설하고 현재있

는 숙박시설 1 000여석과 주변 관광시설들을 개건현대화합니다.

통천지구개발은 강원도 통천군의 해안가지역들을 개발하는것

으로 계획하고있으며 총계획령역은 9 000여ha입니다.

통천지구에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경치로  관동팔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총석정과 풍치수려한 자연호수인 동정호, 시중호가 있으

며 바다가에는 시중호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시중호구역에 건강 및 치료시설들을 형성하여 호텔과 건강시

설, 운동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꾸리는것과 함께 동정호구역에 숙

박시설과 관광 및 봉사시설을 꾸리며 총석정구역에는  해수욕장, 

배놀이장, 려객부두를 비롯한 관광보장시설을 건설합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을 위한 총계획과 원산시건물배

치계획을 완성하고 70개 대상에 대한 투자대상안내서를 제안하였

으며 현재 여러 나라 투자가들과 10여개 우선권대상에 대한 투자

유치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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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국제관광특구인 금강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세계해

외조선인무역협회, 중국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

와 중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스웨리예, 카나다의 경제전

문가, 기업가들과 주조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설명회에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

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

게 발전시키는것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공화국정부

가 견지하고있는 정책이다.》고 하였다.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

조선동해안의 강원도에 위치하고있는 원산-금강산국제

관광지대에는 세계 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

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여러 기념비적건축물들이 훌륭히 일

떠서고 원산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

강산지구가  문화휴양지로 특색있게 꾸려지고있으며  천하

절승 금강산이 있다. 

관광지대에는 140여개의 력사유적과 10여개의 백사장, 

여러개의 해수욕장과 자연호수,  670여개의 관광명소, 4개

의 광천자원과 신경통, 소대장염치료에 특효가 있는 약 330

만t의 감탕자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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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Rason Economic Trade Zone

罗先经济贸易区
위치: 라선시

면적: 470㎢

업종: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업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북부에 자리잡

고있으며 중국 길림성 훈춘시, 로씨야의 하싼과 린접하고 있습니다.

지대는  무역 및 투자, 중계수송,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선

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특수경제무역지대이며  면적

은 470㎢입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는 라진항, 선봉항, 웅상항들이 있어 동

북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련결되는 교통요충

지, 해륙수송의 가장 유리한 통로로 되고있습니다.

지대에서는 앞으로 라진항을 년간 1억t의 통과능력을 가진 종

합적인 물류항으로, 선봉항을 년간 2천만t의 통과능력을 가진 공

업항으로, 웅상항을 년간 500만t의 통과능력을 가진 목재와 석

탄 등 산적짐 전형항으로 개건확장해서 년간 중계화물수송량을 

1억 2 500만t으로 장성시키려고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

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고효률농업의 6대산업을 발전시킴

으로써 지대를 동북아시아의 선진제조업기지, 물류중심, 관광중심

으로 건설하는것을 총개발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봉사의 4대기둥을 가진 종합

적인 중계가공무역지대로 꾸릴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대안에 적지배치, 산업집약, 대상집중의 원칙에서 서로 조화

를 이루면서 특색을 갖추고 긴밀하게 련결된 라진-선봉-웅상-굴

포에 이르는 연해산업지구를 형성하는것이 총적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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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Hwanggumphyong and Wihwa Islands 

Economic Zone
黄金坪-威化岛经济区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도군

면적: 52.49㎢

업종: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황금평, 위화도지대는 조중국경강인 압록강하류에 있는여러개

의 섬들로 이루어진 지대입니다.

황금평지구의 면적은 14.49㎢이며 위화도지구의 면적은 38㎢

입니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조선과 중국사이의 경제무역교류에

서 기본몫을 차지하는 신의주-단동국경통과지점을 사이에 두고있

고 바다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륙로로는 중국의 내륙지역과 련

결되며 철도로는 중국 만주리를 거쳐 로씨야 및 유럽과 련결되여

있습니다.

지대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

하는 종합적인 개발구입니다.

지대계획에서는  금융, 상업, 호텔, 체육 및 건강문화오락, 관광 

및 보건, 교육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개발구적인 공공건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관광 및 유희오락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

설을 가진 유원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지대의 특성에 맞게 창고 및 물류구역, 부두를 계획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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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
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t Special Zone

金刚山国际旅游特区
위치: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의 일부 지역

면적: 225㎢

업종: 금강산관광

예로부터 조선의 《6대명산》, 《조선팔경》, 《3신산》의 하

나로 불리우는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

경치, 다양한 생물상이 종합결정체를 이루고있는 천하절승명승지

입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조선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에  남북으로 60㎞, 동서로 40㎞, 면적 225㎢의 넓은 지역을 차지

하고있습니다. 

총개발계획에는 온천과 감탕자원을 리용한 휴식치료관광지, 문

화재들을 리용한 력사문화관광지, 겨울철 스키관광지, 해안풍치자

원에 기초한  해양관광지개발과 관광봉사를 위한 농업, 어업, 록색

산업이 포함되여있습니다.

 1단계개발계획에 의하면 온정리구역과 고성항구역에 실내와 

야외의 해양체육시설들과 알파마레물놀이장, 골프장을 결합한 체

육촌으로, 온천, 감탕치료, 안마, 치료체육 등을 할수 있는 건강증

진봉사시설들과  곱등어물놀이장을  건설합니다. 

이와 함께 음식 및 상업거리가 형성되며 금강산개발계획관, 무

역전시장, 상품시장,  문화시설들과 호텔들을 건설합니다.

또한 만폭동구역과 만천구역에는 등산길들이 새로  건설되게 

됩니다. 

2단계 개발계획에는 삼일포-해금강지역과 내금강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삼일포-해금강지역에는 호텔, 호화별장촌을 건설하며 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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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과 골프장, 급양봉사시설들과 상업거리를 건설합니다.

내금강지역에는 현재 있는 숙박시설들을 개건하고  호텔들을 새

로 건설하며  문화유적들과 관광로정들을 개건보수하고  상업 및 

문화시설들을 새로 건설합니다.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 

항공축전이 조선동해안에 위치하고있는 강원도 원산

시의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되였다.

축전기간 군용 및 민용비행기들의 비행술보여주기와 

국내외락하산선수 및 애호가들의 락하산강하기교, 모형

항공기들의 조종비행, 유람비행, 예술공연을 비롯한 다채

로운 체육문화행사들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전투기비행사들의 기교비행과 조선의 첫 

녀성초음속추격기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의 쌍기출연비

행은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다. 

손님들은 축전기간 비행장에서 진행된 맥주전시회장

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맥주로 평가된 대동강맥주

와 조선의 전통맥주제조기술로 만든 룡성맥주,  수십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평양맥주 등 조선의 이름난 맥주들을 마

음껏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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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국제경제지대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新义州国际经济区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면적: 40㎢ 

업종: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첨단기술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

공 등을 결합한 복합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나라의 서북단에 놓여있으며 북동쪽은 의주군, 동쪽과 동

남쪽은 신의주시 남신의주, 남쪽은 룡천군과 린접하고있고 중국의 

단동시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있으며  예정면적은 40㎢입니다.

신의주개발대상은 압록강연안지역의 유리한 조건으로하여 국

제적인 도시로 개발할수 있는 전망이 확고합니다.

 중국 단동시에 관광객들이 해마다 평균 1 000만명정도 오고있

는 조건에서 압록강지역에 유원지를 비롯한 관광유람구들을 꾸려

놓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며 국제비행장, 국제항구, 

도로망과 철도망을 새로 건설하여 커다란 경제규모와 특징을 가진 

최신정보기술산업구, 경쟁력있는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이 집중배치되는 

종합적인 경제구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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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국제록색시범구
Kangryong International Model Green Zone

康翎国际绿色示范区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면적: 3.5㎢

업종: 록색상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강령국제록색시범구는 황해남도 남부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반도지역인 강령군 강령읍의 서남지구에 위치하고있으며 개발면

적은 3.5㎢입니다.

지대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록색제품생산 및 무역을 기본

으로 하는 록색공업지구를 본보기로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

대하여 강령군을 국제록색시범기지로 꾸릴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지대는 해주항과 린접하고있어 해상수송조건이 유리하며 읍을 

지나는 철도와 도로가 평양과 해주, 남포와 련결되여있습니다.

강령군에는 록색산업의 기본수단인 리용가능한 바다가양식면적

이  8 000여정보가 있으며 해삼, 전복, 조개류, 다시마, 김, 꽃게, 광

어 등 수산자원이 풍부합니다.

군에 있는 수십개의 저수지들은 양어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훌

륭한 조건으로 됩니다.

또한 고구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이 잘 되는 무공해지대

이므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시험기지, 유기농토산

물생산 및 가공기지, 관광봉사기지로서의 전망이 좋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하면  1단계개발대상인 시범구에 수산자원이 풍

부하고 양식에 유리한 해양조건과 생태조건을 리용하여 메탄가스 

등 자연에네르기환경보호기술, 록색산업기술연구보급기지건설, 

수산물양식, 가공지구를 꾸릴것을 전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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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Tech Development Zone

恩情尖端技术开发区
위치: 평양시 은정구역

면적: 2㎢

업종: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첨단과학기술개발구는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물공학분

야의 첨단산업구축과 첨단공업설비제작기지구축을 기본으로 하

면서 일부 가공무역사업과 상업봉사활동을 적절히 결합한 개발구

로 꾸리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하고있으며 면적은 2㎢이며 1지구와 2

지구로 나누어 개발합니다.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는 중요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기관들과 중간시험공장들, 정보봉사기지들과 과학자, 

기술자양성기관인 리과대학이 자리잡고있고 이 지구에 현재 수천

여명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이 집중되여있으며 부단히 양성보

충되고있습니다.

은정과학지구의 연구기관들에서 이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

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중요성과들이 이룩되였고 그에 기

초하여 첨단기술제품들을 소량으로 개발생산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구개발–생산-판매가 일체화된 첨단기술개발구창설의 일정한 

토대가 마련되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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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수출가공구
Jindo Export Processing Zone

镇岛出口加工区
위치: 남포시 와우도구역

면적: 1.37㎢

업종: 원료, 자재, 부속품을 수입하여 현대적인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및 화학제품들을 생산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진도수출가공구는 공업력사를 가지고있는 남포시의 유리한 특

성을 리용하여 원자재를 무관세로 들여다 여러가지 경공업 및 화

학제품을 생산하여 대외수출을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선서해와 대동강이 합쳐지는 서해갑문수역, 남포시의 남서부 

대동강하류지역에서 서해갑문쪽으로 가는 도로좌우켠에 위치한 

와우도구역 령남리의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1.37㎢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직접 통하는 대외무역항구인 남포항을 끼

고있고 수십년의 기계, 전자, 경공업부문의 공업력사를 가지고 있

는 평양시와 남포시의 유리한 지역의 우세와 풍부한 로동력을 리용

하여 수입원자재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대외수출

을 진행합니다.

지대에 전개하는 기업들을 환경보호에네르기절약의 원칙에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품과 산업분야를 개척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에로  파급하며 가공수출공업을 장려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기술

이전도 실현하여 국내공업을 활성화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

는데 이바지하는 가공수출무역과 보세무역을 배합한 지대로 건설

해나갈것을 예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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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도

자강도는 나라의  북서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린접하고있는 도입니다.

만포경제개발구
Manpho Economic Development Zone

满浦经济开发区
위치: 자강도 만포시

면적: 3.9㎢

업종: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만포경제개발구는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경제

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집안시와 마주하고있는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 일부(압록강상의 벌등섬 포함), 포상리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3.9㎢입니다.

만포시에는 명승지인 세검정의 터를 비롯하여 오랜 력사를 가

진 문화유적들이  많습니다.

이 대상은 문화유적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리용하여  벌등섬을 

포함한 미타리지구에 관광, 무역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를 꾸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포상리지구에는 현대적인 고리형순환생

산체계를 도입한 농축산업과 약초재배업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농

업기지를 건설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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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공업개발구
Wiwon Industrial Development Zone

渭原工业开发区
위치: 자강도 위원군

면적: 2.3㎢

업종: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

위원공업개발구는 압록강의 지류인 위원강과 중국 길림성 통화

시 집안의 맞은켠에 있는 위원군 덕암리의 일부 지역과 고성리의 

일부 지역으로서 개발면적은 2.3㎢입니다.

현재 개발지대와 그 주변에 금속규소와 규소철을 생산하는 금

속규소공장들이 꾸려져있습니다.

개발구는 중국 길림성과 통해있는 위원국경통과지점과 20㎞, 

만포국경통과지점과 80㎞, 중강국경통과지점과는 180㎞의 거리

에 있어 입출국통로와 수출입물자수송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에 유리한 물질적조건을 담보하여주는  풍부한 

지하자원, 목재자원, 수력자원에 의한 현대적인 광물자원가공, 목

재가공, 기계설비제작업, 농토산물가공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기지를 결합한 공업개발구를 건설하는것으

로 계획하고있습니다.



 22

함경북도

함경북도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경제무역지대로 개발된 라선시와 

함께 중국 동북 3성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지역나라들을 련결

시키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에는  명산중의 하나인 칠보산과 유명한 온포온천을 비롯한 관광

원천이 풍부하며 긴 해안선을 끼고있어 수산업과 해양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대규모 기업체들과 경공업공장들, 도농업과학분원과 대학들을 가

지고있습니다.

  

청진경제개발구
Chongjin Economic Development Zone

清津经济开发区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면적: 5.4㎢

업종: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생산, 중계

        수송, 대외무역

청진경제개발구는 청진시 송평구역 월포리와 수성동 일부 지역

을 포함한 3.7㎢의 면적과 남석리 1.7㎢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개발구는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제품

의 생산 및 수출가공업을 기본으로 하며 청진항을 리용한 국제화

물중계수송을 결합한 경제개발구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남석리지구에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철제품

을 리용한 2차, 3차 금속가공제품생산, 월포리와 수성동의 일부 

지구에 있는 기계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남석



 23

리지구에서 생산되는 금속가공제품들을 리용하여 유압기계, 정밀

기계, 로보트, 륜전기재생산 및 임가공을 위주로 하는 기계제작 및 

전자제품설비제작, 일련의 건재, 경공업제품생산 및 수출가공기지

로 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청진항을 개건확장하여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을 비롯한 주

변 나라들과의 화물중계수송과 이를 통한 보세가공 및 무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며 개발구주변의 풍부한 로력자원과 과학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기술집약형가공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

에서 건설하면서 전망적으로는 첨단기술개발구역과 현대적인 

물류봉사구역을 결합한 복합형경제개발구로 확대발전시키려 하

고있습니다.

경제개발구 세금규정

규정은 11장 72조로 구성되여있다.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하며 하부구

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그리고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고 그 다

음 3년간 50%범위에서 덜어준다고 규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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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랑농업개발구
Orang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渔郎农业开发区
위치: 함경북도 어랑군

면적: 5.1㎢

업종: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농축산기지, 채종과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

어랑농업개발구는 어랑군 룡전리와 부평리의 일부 지역을 포괄

하며 면적은 5.1㎢입니다.

개발구는 나라의 동해안북부농업지대의 대표적단위로서 앞으

로 농업연구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축산, 양어까지 배합한 현

대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도입된 고효률농업기지로 발전되

게 됩니다.

개발구는 육종, 채종생산을 위한 시범기지로 꾸리며 온실에서

의 물절약 및 무토양재배를 포함한 남새와 화초생산을 위한 선진

영농법도입과  축산, 과수, 양어까지도 배합한 고리형순환체계에 

의한 현대적인 속성축산기지로 될것입니다. 

시범단계의 농업개발구건설경험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어

랑지구의 유명한 배와 추리 등 과수재배업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

며 가까이에 있는 대자연호수인 장연호와 바다물을 리용한 양어와 

물고기가공업기지들도 꾸려지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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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섬관광개발구
Onsong Island Tourist Development Zone

稳城岛旅游开发区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면적: 1.69㎢

업종: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봉사

온성섬관광개발구는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민족음식점을 비롯

한 봉사시설을 갖추어 놓고 외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휴식관광봉

사를 기본으로하는 관광개발구로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도문시 량수천자와 린접

해있는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일부 지역으로서  면적은 1.69㎢

입니다.

두만강상에 있는 섬으로서 조중 두 나라사이에 국경통과지점이 

개설되면 개발과 관광휴양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의 류출입에 유

리합니다

 숙박소들과 휴식장소, 골프장을 비롯한 오락시설들을 비롯한 봉

사망을 갖춘 관광휴양지구로 건설하게 됩니다.

섬주변의 수역에는 뽀트를 비롯한 유람시설을 배치하여 두만강유

람봉사를 제공합니다.

선결조건으로 섬의 량측대안에 조선과 중국을 련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세관, 통행검사, 검역 등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들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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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경제개발구
Kyongwon Economic Development Zone

庆源经济开发区
위치: 함경북도 경원군

면적: 1.91㎢

업종: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 정보산업제품, 피복가공,    

         식료가공업, 관광업

경원경제개발구는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업, 정보산업제품, 

피복가공업, 식료가공업, 관광업 등을 결합한 경제개발구입니다.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에 위치하고있으며 면적은 1. 91㎢

입니다.

국제적경쟁력을 지닌 공업을 위주로 하고 무역, 관광을 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입니다.

동북아시아 황금의 삼각주국제경제지대의 영향권안에 있는 경

원군 류다섬에 종합적인 경제개발구를 설치하여 이 지역의 경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세계적인 투자가들을 끌어들여 경제무역활동

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줌으로써 함경북도경제발전에 이바지하

는것입니다.

계획에서는 전체 섬령역을 2개로 나누어 왼쪽 두만강상류부분

은 국제상업, 관광, 전람구역으로 하였으며 오른쪽 두만강하류부

분은 개발산업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국제상업관광전람구역에는 검사구획, 보세물류구획, 회의전시

중심과 생태온실구획, 음식거리와 민속건축구획, 휴양 및 료양촌

을 계획하였습니다.

개발산업구역에는 첨단산업구획과 일반산업구획을 계획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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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도

량강도는 우리 나라 북부내륙지대에 있는 지역이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서로 접하고있습니다.

량강도는 백두산과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이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무봉국제관광특구
Mubong International Tourist Special Zone

茂峰国际旅游特区
위치: 량강도 삼지연군

면적: 20㎢

업종: 백두산지구참관과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봉사, 

        관광상품생산

무봉국제관광특구는 량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의 일부 지

역으로서 개발면적은 20㎢입니다.

무봉국제관광특구는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와 관광객들

에 대한 종합봉사, 관광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관광개발구

입니다. 

삼지연군에는 조종의 산인 백두산과 정일봉을 비롯하여 삼지연, 리

명수, 무포 등   명승지들과 백두산밀영, 청봉, 5호물동 등 혁명전적지들

이 많습니다. 

백두산지구와 무봉로동자구에는 3만여정보의  들쭉밭이 

있습니다.

관광특구에는 백두산지구를 답사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관광상품봉사망, 식당, 관광상품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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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꾸리게 됩니다.

석을천(무봉호)기슭에 30여정보의 호수를 리용하여 물놀이

장과 종합봉사시설을 건설하고 승마탑승구역, 민속촌, 체육 및 

오락시설, 실내사격장, 민속음식거리를 건설할것으로 계획하였

습니다.

경제개발구 검역규정

규정은 4장 31조로 구성되여있다.

규정에 의하면 경제개발구에서 검역사업은 해당 경제개발

구에 설치된 검역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검역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역기관이 검역사업을 할수

도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검역기관은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 운수수단과 전염병, 병해충

을 전파시킬수 있는 화물, 손짐, 우편물, 시체, 유골을 검역한다.

경제개발구에서 검역은 국경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이나 따

로 정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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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산경제개발구
Hyesan Economic Development Zone

惠山经济开发区
위치: 량강도 혜산시

면적: 1㎢

업종: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혜산경제개발구는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을 기

본으로 경제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장백현과 마주하고 있으며 

삼수호주변에 위치하고있는 량강도 혜산시 신장리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1㎢입니다.

개발구의 호수가지역에는 관광오락업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

를 꾸리는것으로 하고 구릉지대에는 피복, 방직, 호프가공 등 현

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를 조성하며 량강도의 림업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광산기계 및 림업기계제작기지, 목재가공기지를 건설

합니다.

당면하여서는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발전에 우선적인 힘을 돌

리며 량강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가공하여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도 전망적으로 예견합니다.

백두산지구관광, 칠보산지구관광, 보천온천관광, 삼수호유람관

광을 련결하면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일수 있으며 동시에 겨

울이 긴 조건을 리용하여 겨울철의 눈얼음환경을 잘 리용하면 관

광을 중단없이 계속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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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평안북도는 중국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린접해있으며 신의주

시는 조중국경을 접하고있는 도소재지로서 나라의 경공업산지이

며 조중변강무역의 중심지, 중국과의 무역상품집산지, 무역화물류

통중심지입니다.

  

압록강경제개발구
Amnokgang Economic Development Zone

鸭绿江经济开发区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면적: 6.3㎢

업종: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압록강경제개발구는 중국 료녕성 단동시 호산과 마주하여 압록강

상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룡운리 (구리도와 어적도의 일부 지역)

로서 개발면적은 6.3㎢입니다.

구리도와 어적도는 압록강상에 위치한 지역들로서 중국의 압

록강대안과 8~20m, 신의주무역항이나 신의주–단동(중국)국경교

두, 철도역과 20㎞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어적도지구에는 관광오락시설, 민족음식점을 결합한 국제봉사

기지를 꾸리는것으로 하고 대안인 중국 단동시 호산관광지에 오

는 관광휴양객들이  즐길수 있는 관광휴식명소로 꾸리게 됩니다.

구리도지구에는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

하고 채종, 육종을 포함한 현대농업과학연구기지를 배치하며 박막온실

을 비롯한 현대적인 남새화초시설들을 꾸릴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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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관광개발구
Chongsu Tourist Development Zone

青水旅游开发区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면적: 20㎢

업종: 압록강류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한 

        관광봉사

청수관광개발구는 평안북도 삭주군에 위치하고있으며 압록강

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료녕성 단동시의 일부 지역과 마주하고있

습니다.

삭주군의 방산리 일부지역과 청성로동자구를 포괄하고있으며 

개발구의 총면적은 20㎢입니다.

청수관광개발구는 조선민속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관

광봉사시설들이 구비된 관광개발구로 꾸려지게 됩니다.

개발지역의 관광대상들에 대한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관광봉사시

설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특산물가공, 축산, 과수, 

양어기지들도 건설하게 됩니다,

개발대상들로 문화오락구역, 조선민속촌, 종합봉사구역, 민속

려관, 샘물공장, 과일 및 산나물가공공장, 김치가공공장 등을 계획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야산들에 붉은 복숭아와 흰 복숭아를 비롯한 우량품종

의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 과수원화된 관광지역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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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는 우리 나라 중부지대의 동부에 있는 조선동해에 위치

한 지역으로서 마식령스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대, 송도원, 시

중호, 금강산 등 관광원천과 자원이 많은 도입니다. 

현동공업개발구
Hyondong Industrial Development Zone

岘洞工业开发区
위치: 강원도 원산시

면적: 2㎢

업종: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업

현동공업개발구는 조선동해안의 주요항구인 원산항과 가까운 지

리적유리성을 리용하여 정보산업, 경공업을 기본으로 하고 관광기념

품생산업을 결합한 공업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산만의 갈마반도 맞은켠에서 륙지쪽으로 들어와 갈마천류역

에 위치하고있는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의 일부 지역이며 초기면

적은 2㎢입니다.

오랜기간 일본과의 주요 해상통로로 되여있던 원산항을 끼고있

는 지리적우세를 리용하여 보세가공을 위주로 정보산업,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발전시키는 국가전

략에 맞게 관광기념품생산을 결합하게 됩니다.

다른 도들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들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을 개

발구안에 인입하여 관광기념품생산을 활성화시키는것과 함께 안

변군을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군들에서 나오는 산림자원을 가공하

는 업종도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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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운영규정

규정은 7장 59조로 구성되여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대는 지방급경

제개발구에서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급경제개

발구에서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

관이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규정에서는 토지임대는 협상과 입찰, 경매의 방법으로 

하며 토지임대와 관련한 협상, 입찰, 경매에서 선출된 기

업 또는 개인은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

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경제개발구 외화관리규정

규정은 4장 29조로 구성되여있다.

외화에는 전환성화페와 외화유가증권, 장식품이 아

닌 금, 은, 백금같은 귀금속, 금화, 은화같은것이 속하

며 경제개발구에서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자시세는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자시세와 그 변동폭범위에서 

경제개발구에 설립된 은행이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인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를 제한없이 보유

하거나 송금할수 있으며 송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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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함경남도에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

비료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 등 대규

모공장, 기업소들이 많습니다. 

흥남공업개발구
Hu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兴南工业开发区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면적: 2.2㎢

업종: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품생산, 기계설비제작

흥남공업개발구는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을 

위주로 하는 공업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함경남도의 중부 동해안의 함흥만으로 흘러드는 성천강하류의 

함주군 경계에 위치하고있는 함흥시 해안구역 덕풍동의 일부 지역

이며 1차적으로 개발면적을 2.2㎢로 합니다.

흥남항은 300만t의 산적짐처리능력과 8 000㎡의 창고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지역은 흥남항과 가깝고 우리 나라의 오랜 화학공업 및 대규

모기계제작공업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리용하여 보세가공, 화학제

품생산, 촉매생산, 기계설비제작, 건재 및 약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공업개발구건설이 계획되여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수요에 따라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수요를 보

장하게 됩니다. 

시범단계에서의 개발구건설이 잘되면 투자가의 수요에 맞게 함

주쪽방향으로 더 확장해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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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농업개발구
Pukchong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北青农业开发区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면적: 3.5㎢

업종: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

북청농업개발구는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

로 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된 현대적인 농업개발구를 건

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면적은 3.5㎢ 입니다. 

지형, 기후, 풍토조건이 과수재배에 알맞는 적지로서 과수업과 과일

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결합한 현대적인 고리형순환과수생산체계가 도

입된 현대농업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맛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로씨야와 유럽, 동남

아시아에서 수요가 대단히 높은 북청사과를 널리 재배하여 수출하

며 지구내의 과수가공기지에서 뿐아니라 주변에 있는 북청과일가

공공장, 북청과수기계공장, 풍부한 로동력 등을 리용하여 과일가

공업을 널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과수농장들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원료로 하는 생

산체계를 세우며 삽주, 삼지구엽초, 당귀 등의 약초와 고사리, 도

라지, 더덕, 송이버섯 등 산림자원, 동해바다의 수산물을 리용한 

가공업도 발전시킬것을 예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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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시

남포시는 근 1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특별시입니다.

시는 국내의 가장 큰 국제무역항인 남포항이 있는 항구도시이

며 대규모 철강재생산지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발전설비생

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륜전기재생산지인 금성뜨락또르

공장, 무역선들의 수리기지인 령남배수리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부

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남포항을 통하여 중국의 대련까지 330㎞, 산동성 위해시까지 332㎞, 

상해까지 930㎞, 천진까지 695㎞, 중국 대북과 1 575㎞의 거리에 있으

며 평양국제비행장까지 50㎞의 거리에 있는것으로하여 국내외수상운

수, 대외적인 인원, 물자, 자금류출입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와우도수출가공구
Waudo Export Processing Zone 

卧牛岛出口加工区
위치: 남포시 와우도구역

면적: 1.5㎢

업종: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

남포시에서 와우도구역의 령남리 일부지역에 집약적인 수출가

공구를 꾸리게 됩니다.

새롭게 꾸려지는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는 조선서해와 대동

강이 합쳐지는 서해갑문수역,  남포항에서   서해갑문쪽으로 가는 

도로의  좌우켠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1.5㎢입니다.

이 지역은 가까이에 조선서해가 있고 옆에 대동강을 끼고있으

며 남포항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교통조건이 발달된것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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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조건 다시말하여 투자유치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남포시에서는 이 가공구를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

된 수출지향형가공조립업을 기본으로 하는 집약적인 수출가공구

를 최단기간에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적으로 남포항을 중심으로 남포시의 일부 지역과 

아름다운 풍치를 가진 서해갑문수역에 금융, 관광, 부동산, 식료

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것으로 계획하

고있습니다.

신소 및 분쟁해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제7장에는 신소 

및 분쟁해결(제59조-제62조)을 규제하고있다.

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

관, 중앙특수경제지대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

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

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

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

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

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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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북도

황해북도는 평양시와 접한 조선서부지방의 중부에 있는 지역으로

서 유명한 신평금강이 있으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중공

업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들이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송림수출가공구
Songnim Export Processing Zone

松林出口加工区
위치: 황해북도 송림시

면적: 2㎢

업종: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송림수출가공구는 송림시의 일부 지역으로서  예정면적은 2㎢입니다.

서부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포시 대안구역과 마주해있으며 

북부는 평양시 강남군과 잇닿아 있는 대동강하류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수출가공에 아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개발구지역으로부터 7.5㎞ 떨어진 대동강기슭에는 송림항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발구를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을 기

본으로 하는 집약형수출가공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송림항, 남포항을 통하여 들여오는 수입원자재를 리용한 수출

가공조립과 대규모의 종합적흑색야금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서 나오는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 등 여러가지 철강재생산제품과 

국내외의 기타 원료, 자재들에  대한 2차, 3차가공과 수출을 전문

으로 하는 현대적인 수출가공기업들과 그 정상가동을 위한 창고보

관 및 화물운수봉사에 종사하는 보조기업들로 구성된 집약적인 수

출가공구로 개발할것을 예견합니다.

린접한 송림시, 얼마 멀지 않은 사리원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리용한 수출임가공도 널리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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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관광개발구
Sinphyong Tourist Development Zone

新坪旅游开发区
위치: 황해북도 신평군

면적: 8.1㎢

업종: 명승지들에 대한 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봉사

신평관광개발구는 신평금강으로 불리우는 절승경개의 명승지

들에 대한 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활동을 진

행할수 있는 관광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양-원산관광도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강에 

흘러드는 도화천류역과 아호비령산줄기의 만년산기슭에 위치

한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의 일부 지역이며 예정면적은 8.1㎢

입니다. 

평양과 원산지구에 오는 외국관광객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그

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깎아세운듯한 기암절벽들과 아아한 산

봉우리들을 비롯한 절승경개의 명소들,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

는 폭포수와 묘한 소나무들이 잘 조화되여 절경을 이룬 아름다운 

자연풍치,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대상들을 빠짐없이 다 볼수 있는 

고리형의 탐승 및 유람로정, 고적으로 널리 알려진 달해산성과 문

성진성에 대한 답사로정,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각종 체육, 

문화, 오락시설과 민족적특색이 짙은 식사 등 탐승, 유람, 휴양, 체

육, 문화, 오락, 숙박, 봉사의 종합적기능을 갖춘 현대적인 산지관

광지구로 개발할것을 예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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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평안남도는 우리 나라 북서지방의 남부에 자리잡고있으며 서부

는 조선서해에 면하여 있습니다.

 도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지

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

련합기업소 등이 집중되여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석탄생산량에

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남공업개발구
Cho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清南工业开发区
위치: 평안남도 청남구

면적: 2㎢

업종: 채취설비와 부속품, 공구제작,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

       제품생산, 대외무역

청남공업개발구는 평안남도 북서부에 있는 문덕군 중심에 위치

하고있으며 청천강의 남쪽에 위치하고있는 청남구 룡북협동농장

의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2㎢입니다.

갈탄이 많이 매장되여있고 지방공업공장들이 집중되여있는 평안남도 

청남구 룡북리의 일부 지역에 앞선 기술과 첨단설비를 받아들여 채취공업

발전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 공구들과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는 공업개발구로 꾸리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구가 위치한 청남구에는 평안남도에서 첫째가는 석탄생산

기지로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있습니다.

개발구는 평균 4 000㎉의 유연탄 38억t 매장지와 직접 린접하고 

있습니다.

무진장한 갈탄에 의한 액화가스생산 및 화학공업발전과 가공을 통한 

상품, 소비품의 생산과 수출, 그 페설물리용을 기본으로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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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천농업개발구
Sukchon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肃川农业开发区
위치: 평안남도 숙천군

면적: 3㎢

업종: 다수확우량품종들의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부문생산 및 가공, 기술연구개발

숙천농업개발구는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경제

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읍과 5㎞를 사이에 두고있는 운정리의 일

부 지역이며 면적은 3㎢입니다. 

개발지구에는 유기농법에 의한 논벼, 강냉이, 과수, 잠업 및 채

종, 육종, 가공기지와 유기농법개발을 위한 연구기지들, 유기질비

료와 유기질농약생산기지, 축산기지와 가공기지를 갖춘 현대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현대농업연구개발 및 생산, 가공기

지를 건설하는것으로 합니다.

개발구주변의 린회석광산, 공장, 기업소들을 리용한 가공공업을 발

전시키며 도안의 풍부한 약초자원을 리용한 가공기지도 전개합니다.

시범단계에서의 개발구건설이 잘되면 투자가의 수요에 맞게 더 

확장해나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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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평양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강남경제개발구
Ka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江南经济开发区
위치: 평양시 강남군

면적: 3㎢

업종: 다수확우량품종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 

강남경제개발구는 수도 평양의 남서부에 있는 강남군 고읍리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강남경제개발구는 우량품종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과 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

구이며 면적은 3㎢입니다.

개발구를 현대적인 농축산지구와 공업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농축산지구에는 우량품종육종 및 채종과 사료생산, 선진영농

설비생산기지, 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설

비, 첨단농업기술 및 우량종자들을 국내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개

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라의 농업생산능력을 보다 활성화하려

고 합니다.

공업지구에는 첨단제품개발 및 생산기지, 임가공기지를 꾸리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경쟁력이 높은 상품, 명제품, 명상품들

을 더 많이 생산수출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

활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43

조선경제개발협회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국내에서 특수경제지대들의 개발을 다

그치기 위하여 투자가, 민간단체, 비정부기구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촉진하며 국내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다른 나

라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방조하는 민간단

체입니다.

협회는 2013년 6월 8일에 설립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의 후원을 받습니다.

협회는 경제지대개발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정부에 건

의하며 경제지대발전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소개, 출판, 보

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지대정보를 수집 또는 교류하며 국

내외에서 투자토론회와  상담회의를 조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민간단체와 비정부기구와의 협조를 진행하

며 국내의 각 경제지대관리기구와 국내외투자기업들과의 협조

를 진행하고 자문봉사와 대리봉사를 합니다.

이와함께 협조 및 투자와 관련한 합의서와 계약서를 체

결하며 다른 나라에 대표부와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관리

를 진행합니다.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2동

전화번호:0085-02-381-5912

확    스:0085-02-381-5889

전자우편:sgbed@star-co.net.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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