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3권 제2호 (2017.6)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

최지영

1)

2000년대 이후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북한경
제내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공식부문의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북
한경제 연구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부문이란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혹은 시장에 의
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경우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 뿐만 아니라 국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의 사익추구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경공업, 건
설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공식부문이 확대된 북한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으로 이원화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요소소득과 최종수요
측면에서 각각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및 투
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2013년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
중은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18.5%, 최종수요 측면에서 28.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비공식
부문에서 형성된 가계저축은 사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지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
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경제에 대한 가용한 통계의 부족으로 비교적 강한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한 것으로, 주요가정이 변경될 경우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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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한 경제를 이원화하는 접근방식은 비대칭적인 두 영역간의 상호작용이 발전경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주로 개도국의 경제
변화를 설명할 때, 이중경제(dual economies) 접근법을 적용한다. Lewis (1954)가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의 이동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업 부문
과 근대적인 제조업 부문으로 경제를 이원화한 이래, 이중경제는 개도국 경제의 변
화를 설명하는 데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를 이원화하는 구분 기준 가운데,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
원화하는 접근방법은 1970년대 이후 개도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 적용되기 시작되
었다 (ILO, 1972; Hart, 1973).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은 국가 및 관료기구가 정한 규칙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사
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사유 형태의 경제단위에서 발생하거나 시장을 통한 거래행
위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비공식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은 관측되지 않은 경
제활동을 지칭하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하경제
혹은 은폐된 경제(hidden economy)의 경우 경제활동 자체의 불법성이 강하여 공식
통계 작성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라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사회주의와 개도국의 비공식부문과 관련된 논의를 토대로 북한
의 비공식부문을 정의하고,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으로 지칭)을 추정하고자 한다. 사회계정행렬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만을 표현하는 산업연관표를 경제주체간 소득이전을 포함하여 확장한
것인데, 생산 및 제도 부문의 계정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한 사회계
정행렬은 비공식부문이 확대되어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무역 자유화 등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이용된 바 있다. 북한경제 분석의 경우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이 시도된
바는 있지만, 이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북한경제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경제 분석에 필요한 통계가 제한되어 있어, 북한경제의 투입구조,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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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경제활동이 확대된 산업, 비공식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생산요소소득 등에 대해서
는 부분적으로 가정을 도입하여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가정은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 북한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기존연구 등에
최대한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이는 본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주요가
정이 달라질 경우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이 변할 경우,
추정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회계정행렬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
문으로 이원화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일련의 가정을 토대로 공식부
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추정된 사회계정행렬을 토대로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살펴보고,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이 장에서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정의와 분석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연구들을
검토한다. 비공식부문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사회주의와 개도국 경제의 비공식부문
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사회
계정행렬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고 북한경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공식부문의 정의
먼저, 구사회주의와 개도국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자. 일반적
으로 비공식부문이란 국가와 관료기구가 정한 규칙과 통제를 벗어나 있는 영역으로
정의된다. 구사회주의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들은 사적소유 형태의 생산단위에
서 발생한 경제활동이나 시장에 의한 거래를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공식적으로 ‘국유’라는 소유형태를 기반으로 하며, ‘계획’에 의해 자원
이 배분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직까지 소유제 개혁이나 가
격자유화를 단행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사회주의 경제를 이원화하는 접근방법 가운데, 소유형태를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국유/사유의 기준을 사용한 반면,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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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획/시장의 이분법을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구분기준 가운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사회주의 경제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학계의 정설은 소유제
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이행의 변
화는 초기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소유제 개혁 없는
시장화는 사회주의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했고 최종적인 체제이행은 소유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김석진·양문수, 2014).
본 연구에서는 생산요소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는 소유제도를 기준으로 최종재 지
출의 측면에서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비공식부문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방법은 국유/사유 혹은 계획/시장 가운데 하나의 기준으로 경제를 이원화
하는 접근방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국유
단위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가계의 이전지출을 통해 시장으로 지출되는 구조를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보면, 생산요소 소득분배와 최종재 지출 측면
에서 각각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다르다. 또한 이러한 북한경제 구조의 특징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소유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공식/비공식의 구분 기준
이 적합하다.
한편, 최근 연구(김석진·양문수, 2014)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국유
단위의 사적이익 추구활동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구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국유단위에서 생산된 상품은 계획을 통해, 사유단위에서 생산된 상품은 시장을 통
해 거래되는 것으로 그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다. 따라서 국유/사유 혹은 계획/시장
구분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도 비사회주의적인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경제의 경우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국
영상점의 개인 위탁이 확대되는 등 국유단위의 사익추구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김
석진·양문수(2014)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사유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 뿐
만 아니라 국유단위의 사익추구 경제활동을 포괄하여 ‘비공식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국유단위의 사익추구 활동을 비공식부문에 포
함하고자 한다.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들은 구사회주의의 소유제 및 가격 개혁논의
에서 시작되었으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개도국 경제내 확대되어
있는 비공식부문 활동과도 유사성이 있다. ILO (1993)에 따르면, 개도국 경제에 확
대되어 있는 비공식부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 첫째, 조직화 정도가

1) Sinha (2011, p.1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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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영세한 규모이며,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의 공급자가 구분이 없어나 노동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임시고용(casual employment)이나 친족 혹은 개인적
관계에 바탕을 둔다. 둘째, 가계기업(household enterprises)의 형태로, 생산을 위한
지출과 가계 소비가 구분되지 않으며, 자본재 또한 영업용과 가정용이 구분되지 않
는다. 셋째, 생산단위가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노동 및 제
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폐된 경제(hidden economy)나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와는 구분된다.
북한의 비공식부문은 1990년대 중반 배급제 등 계획경제가 마비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의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주로 텃밭 생산물이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
산된 경공업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규모 식당, 이발, 세탁, 건설·수리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경제활동들은 생산단위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자본과 노
동의 공급자가 가족 및 친족 중심이며,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보상을 받
는 정도이며,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개도
국에서 확대된 비공식 경제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2)
구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이른바 사회주의 ‘비공식화
가설(informalization hypothesis)’과 같이 비공식 경제활동의 확대가 체제전환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특성이나 공식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비공식부문이 경제발전을 자극하느냐에 대해서는 상
반된 시각들이 있지만,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점진적으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Devey, 2003). 초기
에는 빈곤가계의 생존전략에 불과하지만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
고 공식화되는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Ghosh and Paul,
2011). 북한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최근 연구(김석진·양문수, 2014)도 서비스 주도
성장, 기업가 활동의 확대,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및 대외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비공식부문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은 지하경제 혹은 은폐된
경제(hidden economy)라고 불리는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와는 개념적
2) 박영자(2009)는 북한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주변노동(marginal working)으
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변노동의 개념은 ‘최저 생계수준 유지의 보상을 받으며 공식적 경제
활동으로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의 내용도 사회규범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노동(유홍준, 2005,
p. 189)’으로 생산단위의 영세성, 경제활동의 비공식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북한의
비공식부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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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이가 있다. UN이 발간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
르면, 비관측경제란 통계 데이터 수집 과정 혹은 행정절차에서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공식경제의 일부가 비관측될 수는 있지만 각각의 개념이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UN, 2008). 비공식경제는 고용이나 생산활동의
조직화 측면에서 개도국 경제활동의 특징을 지칭하는 한편, 사회주의 경제의 이원
화 현상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
한경제의 이원화를 나타내기 위해 비공식성(informality)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2.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시작하
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비공식부문이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비공식부문의 전
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
존한다. 이러한 두 부문간의 연계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사회계정
행렬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만을 기록한 산업연관표를 확장하여, 경제
주체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일반균형체계이다. 즉, 재화와 서
비스의 산업간 거래만을 포함하는 산업연관표와 달리, 사회계정행렬에는 경제주체들
간의 이전거래(세금, 보조금, 저축 등)도 포함된다. 또한, 국민계정체계 중의 하나로
정형화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와는 달리, 사회계정행렬은 분석목적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도시가계지출조사와 같은 미시자료 등을 적용하
는 경우, 사회계정행렬은 한 경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정
책입안이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특히, 생산부문과 제도부문의 계정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한 사회
계정행렬은 비공식부문이 확대되어 있는 개도국에 대한 정책분석에 유용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이다. 이원화된 사회계정행렬은 주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
화 등 정책결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주요 관심사는 관세 인하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고용 및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3) Sinha and Adam (2006)은
3) Sinha and Kanbur (2012)에 따르면, 비공식성(informality)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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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초 인도의 무역 자유화가 공식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비공식부문으로
의 노동이동을 촉진하고 임금 하락을 초래함을 보였다. 상품시장내에서 두 부문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Davies and Thurlow (2010)의 연구는 남아프리카의 무역자유화
가 비공식부문의 축소를 가져오는 과정을 모의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
부문은 생계형 농업, 식량 및 의류, 소매, 교통 부문에 국한되는데, 무역자유화로 인
한 수입 확대는 비공식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 이슈 이외에 개도국 경제를 대상으로 이원화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lly (1994)는 페루의 1985년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여 확장적 재정정책 및 공식부문의 임금인상이 각 부문의 고용과 소득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책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소득 변화
에 상반된 영향을 미쳐 분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산출물이 불완전 대체관계일 때, 투자 확대는 특히 공식부문의 산출을
증가시키고 비공식부문의 고용을 공식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부문의 임금 인상은 비공식부문의 고용을 확대시키지만 두 부문간 소득격차는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Rada (2010)는 중국(2000년)과 인도(1998~1999년)를 대상으로 이원화된 사회계
정행렬을 설계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승수를 도출하고, 두 부문간 의존관계
를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의 경우 비공식부문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을 이용하여 최
종수요, 중간재수요, 부가가치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경제 전체의 고용과 산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
가 중국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도 인도가
중국에 비해 낮다. 이러한 의존도는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생산유발계수를 토대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비공식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공식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인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4)
Morrone (2015)은 브라질의 2006년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여 공식부문과 비공
식부문의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하고 있다.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한 공식부문
째, 비공식성과 빈곤(poverty) 문제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은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활동의 대상이 된다. 둘째, 전통적인 개발이론에 따르면, 비공식성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라지지만, 최근 20여년 동안 세계 경제 및 각국 경제를 살펴보면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와 관련이 있는데, 무역개방이 진전되
면서 비공식부문의 고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비공식부문의 임금에 대한 영향은 모호하다.
4) 레온티에프 역행렬에 나타난 중국과 인도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다음과 같다
(Rada, 2010, p. 149 <Table 9>). 중국은 공식부문의 파급효과가 비공식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만, 인도는 각각 1.70과 1.67로 파급효과가 유사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비공식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의 파급효과(0.85)가 인도(0.30)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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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공식부문의 관계는 Rada (2010)가 도출한 중국과 인도에 대한 결과와 유사
한데, 브라질의 경우에도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사회계정행렬은 비공식부문이
확대되어 있는 개도국 경제의 구조변화 및 정책효과 분석에 용이하다. 본 연구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비공식부문의 비중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사회계정
행렬이 작성된 사례는 있으나, 이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하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 기존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CGE 모형을 구축에 필요한 모수 추정을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한 연구들
(Noland et al., 1997, 2000, 2001; 신동천·이영선, 1997; 이영훈, 2000; 최지영,
2011)과 북한의 사회계정행렬 자체를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거
나 승수분석을 시도한 연구들 (Lee and Yoon, 2004; 신동천, 2009; 이석기·신동천,
2014)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한적인 북한의 경제통계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북한
경제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구조 변화나 경제통합, 시장 확
대, 무역개방 등의 다양한 정책효과의 결과들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러나 기존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본 연구는 이를 보
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연구들이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할 때 도입한 가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계정행렬(또는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연구들 가운데 상당
수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투입계수표를 사전적 정보(prior information)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산업의 투입산출 구조를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
정은 통상 산업연관표를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
한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는 통상 매년 작성되지 않고 기준연도에 작
성된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구조에 해당연도의 총산출 데이터를 적용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에 착안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중 국

공식
비공식
합계

공식
2.32
0.18
2.50

인 도

비공식
0.85
1.21
2.06

공식
비공식
합계

공식
1.32
0.38
1.70

비공식
0.30
1.37
1.67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3권 제2호 (2017.6)

투입계수에 북한의 총산출 데이터를 적용하여 추정된다. 기존연구들은 중국(1979
년), 동독(1987년), 소련(1966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했으나, 이들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나 경제규모, 산업구조는 북한경제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이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할 때 도입한 가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지영,
2014).
둘째, 기존연구들이 추정한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은 북한의 이원적 경제구조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업연관표는 계획경제의 투입산출구조
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는 계획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시장을 통한 거래가 확산된 상황이다. 즉, 각 경제주체들의 지출은 공식부
문(계획)과 비공식부문(시장)을 통해 각각 이루어지며, 또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소득이전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계
정행렬의 제도부문(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북
한의 1인당 소득, 경제규모, 산업별 GDP 구성의 측면에서 북한은 2000년 베트남과
유사하다. 최지영(2014)은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11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 주요 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남한의 1970년
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의 주요 제조업의 기술수준
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라는 한국산업은행(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197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표를 추정5)하고, 추정결과를 북한과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한 캄
보디아, 인도 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연관표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다. 북한경제를 분석한 기존연구들 가운데 Lee and Yoon
(2004)이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하여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를 분석한 바 있는데, 동
연구는 가계부문(민간소비지출)을 사적경제(private economy), 정부부문(정부소비지
출)을 공적경제(official economy)로 정의하고 각 시점별(1990년, 1994년, 1997년,
2001년) 가계지출과 정부지출의 변화를 통해 북한경제내 사적경제 비중이 확대되고
5) 1인당 소득,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사전적 정보로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경제구조 비교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197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
표를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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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중경제는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계획과
시장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모두 이용하는 구조로 작동하며, 공식부문과 비공식부
문간 이전거래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도부문의 계정 자체를 이원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의 가계부문(민간소비지출)과 자본부문(투자지출)을
각각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북한 비공식 경제활동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소비재 거래시장을 중심
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건설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투자지출 측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간투자는 비공식부문에서 형성
되는 가계저축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사금융시장을 매개로 하여 확대되고 있다. 따
라서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의 추정을 통해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하고,
비공식부문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이용자료, 주요가정 및 추정방법
이 장에서는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에 필요한 이용자료와 본 연구에
서 도입한 주요가정을 소개하고,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1. 이용자료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에 제도부문(가계, 기업, 정부)의 거래관계를 추가하여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경제의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지출 자료, 경제주체들
간에 이루어진 이전지출, 직접세 등과 같은 소득재분배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
료들은 대부분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산업연관표)과 소득계정(국민소득통계)에 포함
되어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부문간 거래를 포함하고 가계와 자본 계정을 각각 ‘공
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한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부
문간 거래를 나타냈다는 측면에서는 미시적 사회계정행렬이며7), 경제주체들 가운데
6)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 대차대조표 계정으
로 구성되며, 각 계정들은 5대 국민경제통계표(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
대차대조표)를 통해 연계되어 있다(한국은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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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했다는 측면에서 이
원화된 사회계정행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에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가 필요한데, 북한은 산업연
관표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국민소득통계는 UN과 한국은행이 생산국민소득을 추정
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남한의 1975년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했으며, 국민소득통계는 UN
추정치를 이용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발표한 예산 수입 및 지출 자료를 최대한 이
용하고, 무역통계는 UN이 북한의 무역상대국을 통해 수집한 무역통계 자료(UN
comtrade)를 이용하였다.

2. 주요가정
본 연구에서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는 데 도입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우
선,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은 남한의 1975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사전적 정
보(prior information)로 이용하고 UN이 추정한 북한의 산업별 GDP 추정치(2013
년)를 적용하여 추정했다. 남한의 1975년 산업연관표를 사전적 정보로 이용한 근거
는 최지영(201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 동 연구는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
표를 토대로 북한의 2011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했으며,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비교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산업간 상호의존도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과 유사하
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북한의 산업별 GDP 추정치와 무역통계는 UN의 추정치를 이용했다. UN GDP
추정치의 경우 산업 분류가 5개에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
행의 북한 GDP 추정자료 및 남한의 1975년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산업
을 13개로 분류하였다.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를 이용하여 광업, 제조업, 전
기가스수도업의 비중을 구분하고,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서비스업을 정부
서비스와 기타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남한의 1975년 산업별 GDP 비중은 경공업과
중공업내의 세부 산업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분류한 산업별 GDP 추정치는 남한의 1975년 부가가치율8)을 적용하여 산업별 총산
7) 사회계정행렬은 산업부문간 거래를 포함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시장행위 결과를 기록하는 미시적 사회계정
행렬과 산업부문간의 상세한 거래를 합하여 총액만을 기록하는 거시적 사회계정행렬로 구분(신동천, 1999:
52)되는데, 미시적 사회계정행렬의 경우에는 산업 및 경제주체들의 구분이 더욱 세분화되기 때문에 거시적
사회계정행렬에 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계의 계층별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경우, 소
득분위별 가계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실태조사 보고서’나 ‘도시가계연구’ 등의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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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투입)로 환산했다.
다음으로 생산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와 간접세로 배분
된다. 먼저, 북한의 예산 수입과 관련된 통계 및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간접세(거래
수입금)의 규모를 적용하였다.9) 또한 고정자본소모는 남한의 고정자본소모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
와 간접세를 제한 뒤, 남한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사회계정행렬은 상품 및 생산요소의 산업간거래만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경
제주체간 소득이전을 포함하여 확장한 것인데, 따라서 사회계정행렬의 각 행과 열
은 상품과 경제주체들의 수취 및 지출계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북
한경제의 소득순환을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였다.10) 이를
토대로 각 경제주체들(가계, 기업, 정부)의 수취 및 지출을 설명할 수 있다.(사회계
정행렬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Appendix> 참조).
먼저,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자. 계획경제가 붕괴되기 이전의 북한경제라
면, 가계수입은 공식부문에 노동을 제공하여 얻는 임금소득과 정부로부터의 가계보
조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내 비공식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
스업과 같은 부문에서 확대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건설업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된다는 것은 가계가 이러한 산업부문에 대해 생
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소소득을 분배받으며, 이러한 소득을 계획(배급) 이
외의 경로인 시장을 통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남한의 산업별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중간투입률

비금속
음식료품 섬유 화학제품 석탄
농림
석유제품 금속
목재
광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어업
26.0 30.6 66.5
75.5
77.0
76.3
79.2

부가가치율

74.0 69.4

33.5

24.5

23.0

23.7

20.8

기계·
전기· 도소매 기타
정부
기타 건설업 가스
음식
제조업
수도업 숙박업 서비스 서비스
69.1 64.4 65.8
19.1
47.1 17.5
30.9

35.6

34.2

80.9

52.9

82.5

9)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 내역은 IMF (1997)의 Fact-Finding Report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존하여 전년대비 증가율만 정도만 알려져 있다. IMF (1997)에
따르면 1996년 북한의 예산수입의 39.8%가 간접세(turnover taxes, 거래수입금), 42.9%가 직접세이며, 직
접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기업이익금(profit from state enterprises)이다(전체 예산
수입의 31% 차지). 한편, 북한은 2002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통합하였다
가, 2011년 환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제도 변화가 명칭 변화에 국한
된 것이라 가정하고 예산수입에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차지하는 비중(2001년 기준)을 각각 적
용했다. 북한의 예산수입 구조는 문성민(2004: 16)을 참고했다.
10) <Figure 1>은 노용환(2006: 7)의 <그림 1>을 토대로 생산요소시장, 가계부문, 자본계정을 각각 이원화하
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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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ircular Flow of Income and Spending in North Korean
Economy

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는
가정은 기존연구 및 조사에 근거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
품들은 주로 ‘농산물’과 ‘8.3 인민소비품’이라고 불리는 경공업 생산물로서 소비재,
외식업 등의 기타서비스 등이다(홍성국, 1999; 이영훈, 2007). 북한 정부가 2003년
농민시장(잉여농산물 거래만 허용)을 종합시장으로 확대한 조치는 소비재의 시장거
래를 사후적으로 허용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지출국민소득 측면에서 북한내
시장규모를 추정한 남성욱·문성민(2000)의 연구도 가계의 시장소비지출이 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된다고 가정한 바 있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국영기업
과 사적 투자자들이 합작하는 형태로 주택의 건설 및 시장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은이(2012), 홍성원(2014) 등의 연구를 토대로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
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기준으로 비공식부문을 구분하여, 농림어업, 경
공업, 기타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각각 50%가
가계(비공식부문)의 소득이 된다고 가정한다.11) 이를 제외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
11)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비공식경제활동에 대한 참가를 조사한 기존연구(이석, 2009)에 따르면, 공식부문
으로부터 소득을 전혀 수취하지 않고 비공식경제활동으로부터만 소득을 수취하는 가구는 전체 응답자 가
구의 50.6%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피용자보수
와 영업잉여의 분배몫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비공식부문의 생산요소소
득 분배와 관련하여 인용할 수 있는 기존연구 혹은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
배몫을 50%로 가정하여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Table 1>)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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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각각 가계(공식부문)와 기업으로 귀속된다. 가계(공식부문)는 생산요소소득 이
외에 정부로부터 가계보조를 받는데, 그 규모는 북한이 발표하는 예산규모에 인민
적시책비(40.5%)의 비중을 적용하여 2013년 27.3억달러로 가정했다.
다음으로 가계의 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가계(공식부문)는 가계(비공식부문)에 소
득 일부를 이전하고, 사회보험료12)를 납부한 뒤 남은 소득을 모두 지출한다. 소득이
전은 국가배급으로 주어지는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계획가격으로 소비하고,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재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프리미엄)을 의미한다. 소득이전은
가계(비공식부문)의 소득이 되어, 비공식부문의 지출을 증가시키는데,13) 그 규모는
가계(공식부문) 소득의 30%라고 가정했다.
한편, 가계(비공식부문)는 소득 일부를 저축하고,14) 나머지를 모두 지출한다. 가
계저축은 자본계정의 비공식부문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계획경제에서는 투자
는 주로 기업의 사내유보를 토대로 한 기업저축과 정부저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다. 즉, 기업저축과 정부저축은 자본계정의 공식부문에 귀속되어 투자지출로 이어진
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사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임을출,
2015), 이는 가계(비공식부문)의 소득 일부가 가계저축을 형성하여 비공식부문의 투
자지출로 이어지는 경로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최종재 수요는 남한의 1975년 민간소비지출 구성을 적용했으며, 공식부문
과 비공식부문의 소비구조는 다르다고 가정했다. 가계(비공식부문)의 소비지출은 농
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 부문에 한정된다.15)
기업의 수입은 전체 영업잉여 가운데 가계의 비공식부문으로 귀속되는 소득을 제
외한 나머지로 가정했다. 기업의 지출은 정부에 대한 이전지출(국가기업이익금)과
기업의 자체유보(기업저축)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기업이익금의 규모는 예산수입의
32.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 22.2억달러
로 가정했다. 기업수입 가운데 국가기업이익금을 제외한 기업저축은 공식부문에 대
귀속되는 분배몫이 더 낮거나 높을 경우도 각각 고려하여,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7> 참조).
12) 북한의 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감가상각금, 사회보험료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는데,
1991년과 1996년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0.2~0.4%로 비중이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수입에
서 거래수입금(예산수입의 43.2%)과 국가기업이익금(예산수입의 32.9%), 감가상각금을 제외한 잔여분으
로 계산하였다. 2013년의 사회보험료 규모는 5.3억달러로 정부수입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
다.
13) 예를 들어, 공공분배제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식량을 배급받는 가계는 일부를 소비
하고(공식부문 소비),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얻는 차익으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비공식부문
을 통해 소비한다.
14) 가계저축은 남한의 1975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저축률을 적용하여 가계(비공식부문) 소득의 10%라고
가정했다.
15) 건설업에 대한 비공식부문의 지출은 투자지출(자본계정)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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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이용가능한 북한 정부의 발표 자료와 기존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북한은 균형재정을 표방하기 때문에 예산의 수입 및 지출 규모가 거의
같다. 북한의 예산 규모는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이용한다. 정부의 수입 가운데, 거
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감가상각금(고정자본소모)의 규모에 대한 가정은 언급한
바와 같다. 감가상각금은 사회계정행렬의 자본계정에 기입되며, 나머지 금액이 제도
부문의 정부계정의 수입과 지출로 기입된다.
투자지출(자본계정)의 부문별 구성은 남한의 1975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공식부문의 투자가 비공식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반영하기 위해
투자의 10%가 정부서비스 부문에 배정된다고 가정했다. 비공식부문에 대한 투자지
출은 가계저축과 기업저축 가운데 일부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본계정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비공식부문 투자는 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 건
설업 부문에 투자된다고 가정했다.

3.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와 기본가정을 토대로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
계정행렬을 추정했는데, 추정과정은 다음의 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남한의 1975년
투입계수와 북한의 총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투입계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간단한 형태의 북한 산업연관표를 만든다. 다음 단계
에서는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확장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사회계
정행렬을 추정한다. 즉, 남한의 1975년 산업별 소득분배율, 감가상각률 및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구조 등을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의 초기값(initial value)을 결정
한 뒤 행렬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다.
먼저, 북한의 투입계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1975년 부가가치
율을 북한의 2013년 산업별 GDP 추정치에 적용하여 북한의 부문별 총산출(=총투
입)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북한의 총산출을 제어합계로 하고, 교차 엔트로피
(cross entropy) 방법16)을 이용하여 남한의 1975년 투입계수와 가까운 북한의 투입
계수를 추정했다. 남한의 1975년 투입계수를 행렬      ×  이라고 하고, 부
문별 총산출(=총투입)을 라고 하자. 교차 엔트로피 방법은 북한 산업연관표의 투
입계수  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6) GAMS 프로그램의 교차 엔트로피 SAM 추정방법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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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행(혹은 열)의 합 벡터
즉, 위의 극소화 문제의 제약조건은 총산출(행합계)와 총투입(열합계)이 같으며,
투입계수의 합계가 1이되는 산업연관표의 특징을 의미한다. 새로운 투입계수(  )의
각 원소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전적 정보인   의 각 원소와의 차이가
가장 작은 행렬이다.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기존연구들 (Noland et al., 2000,
2001; Lee and Yoon, 2004; 신동천, 2000, 2004)은 주로 교차 엔트로피 방법을 이
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의 1975년 소득분배율 및 지출구조,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사회계정행렬의 초기값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사
회계정행렬은 일부 행과 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 합계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GAMS 프로그램의 행렬조정 모델(SAM balancing model)을 이용하
였다. 행렬조정 모델도 어떤 사회계정행렬을 초기값(original estimate)으로 설정하
고, 각 행렬 합계와 일부 셀(cell)에 제약조건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회계정행렬을 추
정하는 방법인데, 두 사회계정행렬간의 오차(deviation)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교차 엔트로피 방법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렬조정 과정에서 북한의 산업별
수출, 수입 금액, 북한의 예산수입, 가계보조, 국가기업이익금 등과 같이 실제 통계
나 북한의 발표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불변값으로 설정하
여 추정하였다.

Ⅳ.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2013년)
1. 추정결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으로 이원화된 2013년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다(<Table 1> 참
조). 제도부문의 경상계정 가운데 가계부문(민간소비지출)과 자본계정(투자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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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되었다. 추정결과를 토대로 북한 이중경제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자. 사회계정
행렬의 행과 열은 각 계정의 수취와 지출을 나타내며, 행과 열의 합계는 같다.
먼저, 생산부문 생산활동 계정의 경우, 열합계는 산업연관표의 총투입과 같다. 총
투입은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로 구성되는데, 2013년의 중간투입률(중간투입/총투입)
은 52.1%이다. 이는 남한의 53.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남북한의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1975년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북한의
산업별 부가가치금액에 적용하여 총산출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남한의 중간투입률
과 유사하지만, 중간투입률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더 높다면 경제전체의 중간투입
률은 더 낮게 도출된다. 북한의 경우, 중간투입률이 낮은 농림어업, 광업과 정부서
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다른 저소득 개도국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경우 1인당 소득수
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중간투입률이 다소 높게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추정한 2005년과 2006년의 각국 산업연관표17)를 북한
과 비교해보면, 캄보디아(1인당 소득, 471달러)와 인도(1인당 소득, 829달러)의 중
간투입률은 각각 48%와 50%로 북한에 비해 약간 낮지만, 이들 국가는 GDP의 제
조업 비중이 16~19% 수준으로 북한의 21%에 비해 낮다. 따라서 이 국가들에 비하
여 북한의 중간투입률이 다소 높게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총투입 가운데 부가가치의 전체 합계는 UN 추정치를 토대로 165.6억달러로 가정
하였다. 이는 생산요소소득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그리고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
(감가상각)로 구성된다.18)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발표하는 예산규모와 북한의 예산수
입 구조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간접세(거래수입금) 총규모를 예산 수입
의 43.3%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2013년의 간접세 총규모는 29.2억
달러이다.19) 또한 산업별 GDP 비중에 따라 간접세를 산업별로 배분하였다.
북한의 고정자본소모는 남한의 1975년 산업별 고정자본소모액/부가가치 비중을
북한의 산업별 GDP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7.8%이다. 남한의 경우 1975년 7.3% 정
도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소모율이 10~20%로 높은 제조업의 GDP 비중
은 남북한이 유사하나(34%), 북한의 경우 2013년에 고정자본소모율이 약 11% 수
준인 광업 부문의 비중이 약간 상승하면서, 고정자본소모액이 증가하였다.
17) ADB, “Input-Output Tables for Selected DMC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02. 21)
18) 생산부문의 생산활동 열합계에서, 중간투입(상품,생산활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가가치 합계로, 생산요소
의 노동과 자본이 각각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정부와 자본계정이 각각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에 해당
한다.
19) 북한이 발표한 정부예산수입은 2013년 67.6억달러이다.

<Table 1>

The Formal-Informal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013)
(100million$)
Productions
Factors

Account
Account

Institutions
Current Account

Commodities Activities
Capital

180.1

Factors

Productions

Activities

Total

Household
Labor

Commodities

Formal Informal
52.9

Firm

51.8

Government

63.8

Capital

59.5

Household

Institutions

Current
Account

55.2

Informal

10.5

Firm

38.8

7.5

345.8

1.8

65.6

27.4
20.5

29.2

24.8

82.5
1.9

57.6
39.1

4.8

22.2

56.3

42.6

42.6

Capital
Account

Formal

11.3

Informal

1.7
351.7

351.7

36.8

39.1

Government

Total

Formal Informal

59.5

Formal

Row

Row

20.5

309.0

Labor

Capital Account

345.8

16.8

8.4

2.3

38.8

5.7
65.6

59.5

82.5

57.6

7.5
39.1

56.3

42.6

38.8

7.5

0.0

Sources: Author’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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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ome Components of GDP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ensation of
Employees(%)

Gross Operating
Surplus(%)

Indirect Taxes Depreciation
(%)
(%)

South Korea (1975)

32.0

53.6

7.1

7.3

North Korea (2013)

39.2

35.6

17.4

7.8

Sources: Author’s Calculation.

마지막으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에 남한의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20) 남한의 1975
년 노동소득 분배율을 산업별로 비교하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약 40~50%에 이르
고, 건설업과 광업이 각각 69.2%, 72.7%, 정부서비스가 89%로 비교적 높다. 북한
의 경우 광업과 정부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13.6%와 21.7%로 남한(1.5%, 9%)으
로 남한에 비해 높아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Table 2> 참조).
제도부문 경상계정의 수취 측면을 살펴보면, 가계(공식부문)의 소득은 피용자보
수(55.2억달러)와 정부의 가계보조(27.4억달러)로 구성되며, 가계(비공식부문)의 소
득은 피용자보수(10.5억달러), 영업잉여(20.5억달러), 소득이전(24.8억달러)와 해외
수취임금(1.9억달러)로 구성된다. 기업소득은 공식부문에서 발생한 영업잉여(39.1억
달러)이며, 정부수입은 북한의 예산규모(67.6억달러)로부터 공식부문의 고정자본소
모(11.3억달러)를 제외한 56.3억달러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문 42.6억달러는 2013
년 상품수입액이다. 제도부문 자본계정의 수취는 산업연관표의 고정자본소모와 같
은데, 비공식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는 산업부문의 경우 고정자본소모의 50%가 비
공식부문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계정행렬의 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생산부문에서 생산요소소득은
다음과 같이 경제주체(제도부문)들에게 분배된다. 피용자보수는 가계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영업잉여는 가계의 비공식부문과 기업부문으로 배분되어 각 경제
주체의 소득을 형성한다. 피용자보수 가운데 가계(공식부문)로 귀속되는 부분은
55.2억달러이고, 나머지는 가계(비공식부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영업잉여의 경우
에는 기업부문과 가계(비공식부문)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간접세는 정부수입으로 귀
속된다. 또한 고정자본소모와 제도부문의 저축(기업저축, 정부저축, 해외저축)을 합
한 자본계정의 행 합계는 투자지출(자본계정의 열 합계)과 동일하다.
20) 해외수취요소소득의 경우 장형수(2013)를 토대로 소득수지 금액을 해외피용자보수에 적용했다. 2004년의
경우 0.53억달러, 2013년은 2011~2012년 평균액(1.8억달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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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에서 경상계정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자. 가계(공식부문)의 지출은 상품에
대한 지출(민간소비지출)과 가계(비공식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사회보험료 납부)로 구성된다. 가계(공식부문)의 소비지출은 52.9억달러이며, 가계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은 24.8억달러이다.21) 한편, 가계(비공식부문)의 지출은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구성된다. 가계(비공식부문) 소득의 1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
면22) 전체 소득 57.6억달러 가운데, 소비와 저축은 각각 51.8억달러, 5.7억달러이다.
다음으로 기업수입은 공식부문의 영업잉여인 39.1억달러인데, 이는 국가기업이익
금 납부23)와 기업저축으로 지출된다. 기업지출은 각각 정부계정과 자본계정(공식부
문)에 대한 이전지출로 표시된다. 북한이 발표한 예산수입 통계와 기존연구에 따르
면 2013년 국가기업이익금의 규모는 22.2억달러이다. 기업저축은 모두 공식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정부부문의 지출은 정부소비지출과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 정부저축으로 구성된
다. 북한 정부가 발표한 예산 통계와 예산지출 구조에 대한 기존연구를 토대로 각
각의 항목을 계산하였다. 첫째,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예산통계에 인민적시책비
비중(40.5%)을 적용했다. 둘째, 정부저축은 자본(공식부문)에 기입되어 공식부문의
투자로 연결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본건설투자가 우리의 정부투자에 해
당하며, 그 규모는 통상 인민경제사업비와 군사비의 50%이다(김석진, 2002). 이를
적용하면, 2013년 규모는 19.7억달러이다. 정부저축 규모(8.4억달러)는 기본건설투
자로 자본(공식부문)의 고정자본소모(11.3억달러)를 충당한 잔여분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소비지출은 예산지출 합계에서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27.4억달러)과 정부저축
(8.4억달러)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계산되며, 그 규모는 20.5억달러이다.
해외부문의 열합계는 외화수취를 의하는데, 우선 수출(생산활동)과 해외수취임금
(노동, 해외피용자보수), 경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은 UN comtrade
의 북한 수출 통계, 장형수(2013)의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수지 데이터를 이용
했다. UN의 수출입 통계만을 고려하면, 북한은 2013년 약 9억달러의 상품 및 서비
스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만, 장형수(2013)를 토대로 추가적인 서비스수지와 경상수
지의 다른 항목들(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을 고려하면, 경상수지 적자 폭은
1.8억달러로 축소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부문의 자본계정에 대한 지출 항목에
기입된다(해외저축). 마지막으로 자본계정의 열합계는 투자지출을 의미한다. 자본계
21) 가계(공식부문)의 가계(비공식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은 공식부문 소득의 30%로 가정했다.
22) ‘각주 12’ 참조
23) 국가기업이익금은 정부수입 원천 가운데 하나로, 예산수입의 32.9%(2001년 기준)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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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nditure Components of GDP in South and North Korea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Exports on Goods
and Services (%)

South Korea (1975)

50.7

7.7

20.9

20.7

North Korea (2013)

50.3

9.8

22.2

17.6

Sources: Author’s Calculation.

정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되는데, 가계(비공식부문)의 가계저축만 자
본(비공식부문)으로 지출되는 경우와 기업저축 일부도 자본(비공식부문)으로 지출되
는 경우를 각각 고려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최종수요 구성 측면에서 남
한의 1975년과 북한의 2013년을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은 생산측면에서만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발
표한 정부예산 규모와 예산의 지출 구성에 대한 기존연구, 남한의 부문별 노동소득
분배율 등을 적용하여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분배와 지출
측면에서 각각 북한의 국민소득 구성을 추정하였다. 분배국민소득 측면에서 북한은
피용자보수와 간접세의 비중이 남한의 1975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추정결과는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과 간접세 비중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반면, 지출국민소득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의 1975년과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구성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특징
가. 비공식부문의 비중
이 절에서는 앞의 추정결과(<Table 1>)를 토대로, 북한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생
산요소소득과 최종수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북한 비공식부문에 대한 기존연구
및 구사회주의 국가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기존연구와 주요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가정을 변경했을 경우 추정결과의 변화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가계소득은 생산요소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계(공식부문)의 소득
은 공식부문으로부터 분배받는 피용자보수와 정부의 가계보조로 구성되는데, 이러
한 소득 가운데 일부는 가계(비공식부문)로 이전되거나 최종재 소비로 사용된다. 가
계(비공식부문)의 소득은 가계(공식부문)로부터의 이전소득과 비공식부문으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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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가계(비공식부문)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
고, 나머지를 최종재 소비에 사용한다. 정부보조, 가계(공식부문)의 가계(비공식부
문)에 대한 소득이전, 가계저축 등과 같은 이전지출로 인하여 생산요소소득 측면에
서의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최종수요 지출 측면에서의 비중과 다르게 도출된다.
먼저,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북
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 및 건설업 부문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산업부문에 속하는 경제단위들은 그 형태가 ‘사유’이
거나, ‘국유’이더라도 사적이익 추구가 확대되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경
제단위들에서 발생하는 생산요소소득 가운데 50%가 가계(비공식부문)로 귀속된다
고 가정하여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할 경우,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북한내 비공식부
문 비중은 18.5%로 파악된다(<Table 4> 참조). 이 가운데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의 비중은 각각 6.2%와 12.2%이다. 영업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남
한의 1975년 부문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적용할 경우, 농림어업과 기타서비스업의
분배율은 12.1%와 27.7%로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
식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생산요소소득에는 영업잉여의 비중이 더 높다.
생산요소소득 가운데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18.5%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탈북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조사 결과(65~78%)에 비해 매우 낮다.24)

<Table 4>

1)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by Income

2013 (100million$)
Factor Income (Total)
Compensation of Employees
Formal Sector
Informal Sector
Gross Operating Surplus
Formal Sector
Informal Sector
Indirect Tax
Depreciation
Informal Sector (%)

167.4
65.6
55.2
10.5
59.5
39.1
20.5
29.2
13.1

(% In Total)
39.2
32.9
6.2
35.6
23.3
12.2
17.4
7.8
18.5

Note: 1) Including the flow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179million$)
Source: Author’s Calculation
24) 탈북자 설문조사에 근거한 연구들은 주로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
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들에 따르면 북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65~78% 정도로 매우
높다(이영훈, 2007; Kim and Song, 2008; 이석, 2009; Haggard and Noland; 2009, 김병연·양문수,
2012; 임강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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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GDP 추정치에 간접세 및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를 미시자료인 탈북자 조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
의 차이는 남북한의 재정제도 및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거래수입금(간접세) 규모는 GDP대비 17.4%로, 남한(7.1%, 1975년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가계 및 기업에 분배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규모가 상
대적으로 작아 비공식부문으로 배분되는 몫 또한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비공
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고 알려진 산업들(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 건
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 정도로 낮기 때문에, 북한 가계가 비공
식경제활동으로 얻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으로 최종수요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28.5%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추정한 기존 연구결과
와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25) 또한, 최종수요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28.5%)은
분배 측면의 비중(18.5%)에 비해 높다(<Table 5> 참조).

<Table 5>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by Expenditure
2013 (100million$)

Final Demand Expenditure (Total)
Private Consumption

208.3

(% In Total)

104.8

50.3

Formal Sector

52.9

25.4

Informal Sector

51.8

24.9

46.3

22.2

38.8

18.6

7.5

3.6

Government Expenditure

20.5

9.8

Exports on Goods and Services

36.8

17.6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Formal Sector
Informal Sector

Informal Sector (%)

28.5

Source: Author’s Calculation

25) 1998년 북한의 공공분배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 통계를 이용한 이석(2009)의 연구는 식량 유통
에서 시장의 비중을 18~35%로, 북한의 최종수요 규모에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한 남성욱·문성민
(2000)은 시장규모를 GNI 대비 27.1%로 추정하고 있다. 이석(2009)은 식량유통에 한정하여, 시장유출
비중을 파악하였고, 남성욱·문성민(2000)은 최종수요의 시장지출을 GNI 대비 비중으로 나타내었기 때문
에 최종수요 전체 합계에 대해, 비공식부문의 지출을 계산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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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종수요 측면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업잉여
(국가기업이익금)와 간접세(거래수입금)로 구성된 정부수입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인민적시책비)로 사용되는데, 가계는 이와 같은 공식부문으로부터의
소득을 전부 공식부문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공식부문을 통해 지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회계정행렬내에서 제도부문의 각 계정간 이루
어지는 이전지출로 표현된다. 즉, 북한 가계가 계획가격으로 제공받는 재화와 서비
스는 일종의 정부보조금으로 볼 수 있고, 가계는 이를 계획가격으로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차익으로 비공식부
문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이다. 이는 공식부문의 일종의 누수(leakage)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공식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공급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식부문으로부터의 누수가 증가할수
록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공식부문의 부족(shortage)과 비공식부문의 확대의 관계에 대한 최
근 연구의 결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Kim and Shida (2014)는 1965~89년 기간
중 구소련 각 공화국의 가계지출조사(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부족과 비공식경제 비중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족이 심화될수록 비공식 경제가 확
대됨을 확인하였다.26) 동 연구에서 비공식경제 비중은 각 공화국의 국민소득 대비
가계의 비공식경제에 대한 지출 규모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최종재 지출 측면에서
비공식경제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일부 공화국에서 10% 미만(에스토니아)에서
30% 이상(조지아)까지 격차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로 10～25% 사이로 추정되었
다. 북한의 경우 최종재 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28.5%로 이들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편에 해당한다.27)
다음으로, 최종수요 구성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각각 24.9%, 3.6%이다. 투자지출 측면의 비공식부문은 가계(비공식부
문) 소득 일부가 가계저축을 형성하여 비공식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공식부문)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북한에도 ‘저금소’가
26) 부족(shortage)은 (국영상점 등 공식경제의) 소매 재고(retail inventory) 대비 가계 가처분소득 합계로 지
수화되었으며, 비공식경제 비중은 사회주의 경제의 국민소득 개념인 순물적생산(NMP, net material
product) 대비 비공식경제에 대한 가계지출 합계로 계산되었다 (Kim amd Shida, 2014).
27)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 최종수요 합계에서 비공식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소득(NMP) 대비 비공식부문의 최종재 지출을 계산한 Kim and Shida (2014)의 추정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국민소득 대비로 계산하면 35%로 구소련 각 공화국의 추정결과 보
다 더 높게 나타난다. 부족과 비공식경제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Kim and Shida (2014)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북한 비공식경제 비중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북한의 경우 구소련 공화국들에 비해 부
족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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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가계가 중앙은행에 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몰수형 화폐개혁 과정
에서 예금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공식부문을 통한 가계저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계저축의 형성은 최근 사금융시장을 통해 건설업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최근 연구(홍성원, 2014; 임을출, 2015)를 토대로 가정한 것이다. 비록 초보
적인 형태지만 사금융시장을 통해 가계저축이 비공식부문에 대한 투자지출로 이어
지는 것은, 북한 비공식부문의 확대가 소비지출 중심에서 투자지출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북한 비공식부문의 변화가 북한경제 전체에 미치
는 파급효과는 다음 절에서 분석하겠다.
본 연구의 기여는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
과 지출 측면에서 북한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산출하였다는 데 있다. 이중경제 사회
계정행렬을 구축한 것은 북한 경제의 이원화된 특성을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가용한 통계의 부족으로 비교적 강한 가정을 도입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북한경제에 관련된 신뢰할만한 통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입한 주요가정이 달라질 경우 추정결과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추정결과(<Table 4>와 <Table 5>)는 가계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농림어업,
경공업, 건설업과 기타서비스업의 4개 산업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28), 동 산업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50%가 가계로 귀속된다는 가정으로부터 도출되었
다.29) 본 연구에서는 주요가정이 1) 가계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30%를 분배
받는 경우와 2) 가계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70%를 분배받는 경우 추정결과의
변화를 시산해 보았다(<Table 6> 참조). 즉, 비공식경제활동으로부터 가계가 얻는
소득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30%로 원래의 가정보다 낮아질 경우, 비공식부문
의 비중이 생산요소소득과 최종수요 측면에서 각각 11.6%와 23.4%로 낮아진다. 반
대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70%를 얻을 경우 추정결과는 생산요소소득과 최종
수요 측면에서 각각 25.7%와 33.6%로 원래의 추정결과에 비해 높아진다.

28) 제3장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가정은 기존연구(홍성국,
1999; 남성욱·문성민, 2000; 이영훈, 2007; 정은이, 2012; 홍성원, 2014)를 토대로 도입하였다.
29) 분배몫에 대한 조사는 아니지만, 기존연구(이석, 2009)는 비공식경제활동으로부터만 소득을 수취하는 가
구가 50.6%라는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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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Results upon Change in Main Assumptions
Estimation Results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in Factor Income
in Final Demand Expenditure

Main Assumptions
(ratio of HH Income
Distribution from
Informal Sectors)

30%

11.6%

23.4%

50%

18.5%

28.5%

70%

25.7%

33.6%

Sources: Author’s Calculation.

나. 비공식부문의 파급효과
이 절에서는 북한 비공식부문의 영향을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산업연관표 형태로 변환하였다. 먼저, 최종수요 측면에서 비공식부
문의 생산유발계수는 <Table 7>과 같다.30)
최종수요 항목별 파급효과의 차이는 각 항목의 지출 구조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데, 일반적으로 생산우회도가 높은 중공업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
유발액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공업 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은 투자지출의 파급
효과가 높고, 파급효과가 낮은 정부서비스업 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은 정부소비지
출의 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난다.
각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부문별로 살펴보자. 먼저,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공식부문의 지출은 2.15단위, 비공식부문의 지출은 2.04단위의 산출액증가를
유발한다. 이와 같이 공식부문의 지출이 더 파급효과가 높은 이유는, 가계의 비공식
부문 지출이 농림어업, 경공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고 이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는 중공업이나 전기가스수도업 등에 비해 파급효과가 낮다. 따라서 계획
경제의 실패로 인한 비공식부문의 확대가 민간소비지출 측면에서 이루어질 경우 경
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가계(공식부문)는 전 산업부문에
대해서 지출하지만, 가계(비공식부문)의 경우 제한된 산업 부문에 대해서만 지출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77로 비교적 낮다. 정부소비지출은
정부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이 약 70%를 차지하는데 정부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생산
유발계수는 1.4(<Appendix Table 3> 참조) 정도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소비지
출은 민간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에 비하여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30) 2013년의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한 생산유발계수표는 <Appendix Table 3>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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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반면, 투자지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65~2.7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정부소비지출의 1단위 증가는 산출액(중간재와 최종재 생산액)을 1.77단위 증가시
키지만, 투자지출의 1단위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2.65~2.72단위의 산출액 증가를
유발한다는 의미이다.
투자지출 내에서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지출의 파급효과가 유사하게 나타
난다. 비공식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농림어업, 경공업, 건설업과 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는데, 건설업에 대한 지출은 생산유발계수가 2.9 정
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가계저축과 기업저축의 일부가 사금융시장을
통해 비공식부문으로 투자되더라도, 민간소비지출의 이원화와 달리 경제전체에 대
한 파급효과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1단위 증가는 2.3단위의 산출액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민간
소비지출에 비해 약간 높다. 북한의 수출구조는 광업 부문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광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1.79단위 정도로 낮다. 경공업 부문의 수
출은 20% 정도로 아직 제조업 부문의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수출 증가의 파급효
과가 높은 편은 아니다.

<Table 7>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by Final Demand
Expenditures (2013)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vestment
Expenditure

Formal

Inform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32

0.62

0.03

0.07

0.16

0.09

Mining and
Quarrying

0.16

0.08

0.13

0.18

0.17

0.67

Light Industry

0.27

0.50

0.08

0.13

0.21

0.36

Heavy Industry

0.76

0.36

0.46

1.48

0.99

0.77

Construction

0.11

0.14

0.14

0.36

0.87

0.09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0.15

0.08

0.10

0.17

0.16

0.19

Other Services

0.09

0.23

0.02

0.02

0.06

0.09

Government Services

0.29

0.05

0.80

0.24

0.08

0.05

Total

2.15

2.04

1.77

2.65

2.72

2.30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ormal

Informal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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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북한내 비공식 경제활동의 변화추이에 대해 두 가지 시사
점을 준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 확산된 비공식부문은 소비재에 대한 시장거래
허용 조치(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하여 주로 민간소비지출 측면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수요 항목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민간소
비지출에서 가계(공식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가계(비공식부문)에 비해 약간 높다.
따라서 민간소비지출 측면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는 파급효과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최근 북한내 비공식 경제활동은 투자지출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가계저축이 형성된다는 것은 민간소비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축소되고, 투
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민간소비지출내에서 비공식부문
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축소시키지만, 가계저축 일부가 투
자지출로 이어지는 경우 투자지출의 파급효과는 민간소비지출에 비해 높기 때문에
투자지출의 이원화는 북한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내 비공식 경제활동이 소비지출 중심에서 투자지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면, 이로 인한 파급효과의 차이는 생산유발액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민간소비지
출만 이원화된 경우(A)와, 투자지출이 함께 이원화된 경우(B)의 생산유발액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즉, 북한 가계가 저축을 하지 않고, 가계(공식
부문)의 소득 일부를 모두 비공식부문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의 파급효과(A)는 총생
산유발액 457.6억달러로 나타난다. 반면, 가계저축이 형성되어 사금융 시장을 통해
비공식부문의 투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파급효과(B)는 총생산유발액 462.7억달러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저축이 형성되지 않고, 민간소비지출만 이원화된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약 5억달러 정도 감소(최종수요 대비 2.4%)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3권 제2호 (2017.6)

<Table 8> The Comparison of the Production-Induced Effect by Final
Demand Expenditure
(100million$)
Private Consumption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
Expenditure
Export Total
Consumption
Formal Informal Expenditure Formal Informal
Expenditure
Private Consumption
1) The Induced
Expenditure (A)
Output

52.9

51.8

113.7

120.8

52.9

51.8

113.7

Expenditure
The Induced
Output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 Investment
The Induced
Expenditure (B)2)
Output
Gap(B-A)

20.5

46.3

-

36.8 208.3

36.0 102.8

-

84.4 457.6

38.8

7.5

36.8 208.3

105.6

36.0 102.8

20.2

84.4 462.7

-

-

- △7.5

7.5

-

-

-

△15.2

20.2

-

5.1

20.5

-

-

Notes: 1) A refers to the case that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s only dualized.
2) B refers to the case that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Expenditure are both divided.
Source: Author’s Calculation.

Ⅴ. 결론 및 시사점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내 비공식부문의 현황, 비중 및 영향은 북한경제 연구
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기존연구들은 북한 비공식부문의 성격을 규명하
는 데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또한 비공식부문이 전체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본 연구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하여, 북한
비공식부문의 비중과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18.5%, 최종수요 측면에서
2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N의 북한 GDP 추정치, 북한 정부의 예산 발
표 등 이용가능한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종수요 측면에서의 비중(28.5%)은 거시데
이터를 이용하여 북한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추정한 기존연구와,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와도 크게 괴리되지 않는 결과이다.
둘째,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을 이원화하여, 최종수요 항목의 특성에 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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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부문 확대의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는 가계저축이 사금
융시장을 통해 투자지출로 이어지는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
경제내 비공식부문은 초기 민간소비지출 측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투
자지출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파급효과는 공식부문에
비해 낮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북한 비공식부문의 발전은 경제전체에 및는 파
급효과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공식부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계저축이 비공식부문의 투
자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대될 경우, 이는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는 결
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UN의 북한GDP 추정치, 무역통계, 북한의 예산 발표 등 공식
통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의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했다는 데 있다. 그
러나 북한 경제내 비공식 경제활동의 확산 정도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통계가 부
족하여, 불가피하게 강한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결과를 제시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따라서, 가계가 비공식 경제활동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의 비중
및 가계소득의 이전지출 등 가정이 달라질 경우,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에
대한 추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비공식경제활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이 확대되고 가용한 통계가 확보될 경우 본 연구결과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의 이원화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향
후 북한경제의 성장과 이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
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이 확대되어 있는 중국, 인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구
조 분석에도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은 자주 이용되어 왔다. 북한도 체제전환과 경
제개발이라는 경제구조 변화를 겪어야 할 국가라는 점에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은 향후 북한경제의 구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3권 제2호 (2017.6)

<참고문헌>
김병연·양문수(2012),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석진(2002),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김석진·양문수(2014),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pp.
1-223.
남성욱·문성민(2000),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제3권 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pp. 149-215.
노용환(2006),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구조 분석,” 경제분석』제
12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 67-106.
문성민(2004),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금융경제연구』제206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영자(2009). “2003년<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
회보』제43권 제3호, pp. 149-171.
신동천(1999),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신동천(2000), CGE 모형 구축을 위한 사회회계행렬 (SAM) 작성방법 연구』, 한국은행 경
제통계국.
신동천(2004),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 『응용경제』제6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
69-90,
신동천(2009), “북한경제 사회회계행렬의 추정과 분석,” 응용경제』제11권 제1호, 한국응
용경제학회, pp. 107-128.
이석(2009), 북한의 시장: 규모추정과 구조분석』, 정책연구시리즈 09-12, 한국개발연
구원.
이석기·신동천(2014), 북한 산업구조와 대북투자의 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
로』, 연구자료 2014-14, 산업연구원.
신동천·이영선(1997), “대북투자와 북한경제: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제45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pp. 155-177.
이영훈(2000),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이영훈(2007),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임강택(2013),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임을출(2015),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통일문제연구』제27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
소, pp. 205-242.
장형수(201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pp. 65-190.
정은이(2012),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2012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89

최지영(2011),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경제구조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지영(2014), “북한 산업연관표 추정에 관한 연구,”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이해』,
한국은행.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 해설』.
한국산업은행(2005), 『북한의 산업』.
홍성국(1999),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시사점,” 통일경제』제2권, 현대경제연구원.
홍성원(2014),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연구: 아파트 건설 및 매매를 중심
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Davies, Rob and James, Thurlow (2010),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and
Unemployment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Vol.
78(4), pp. 437-459.
Devey, R., Skinner, C., and Valodia, I. (2003), Informal Economy Employment Data in
South Africa: A critical Analysis, Report prepared for the Employment Data
Research Group,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Ghosh, A., and Paul, S. (2008), “Opening the Pandora's Box? Trade Openness and
Informal Sector Growth,” Applied Economics, Vol. 40(15), pp. 1995-2007.
Haggard, Stephan and Macus, Noland (2009), “Reform From Below: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 North Korea,” Working Paper Series, Vol. 09-0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anson, K. A. and Robinson, S. (1991), “Data, Linkages and Models: U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in the Framework of a Social Accounting Matrix,”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3(3), pp. 215-232.
Hart, K.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1(1), pp. 61-89.
ILO (1972), Employment, Income and Equality: A Strategy for Increasing Productive
Employment in Keny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LO (1993),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Report for the XV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IMF (199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finding report,” IMF Asia and
Pacific Department.
Kelley, B. (1994), “The Informal Sector and the Macroeconomy: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for Peru”, World Development, Vol. 22(9), pp. 1393-1411.
Kim, Byung-Yeon and Dongho Song (2008),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Kim, Byung-Yeon and Yoshisada Shida (2014), “Shoratage and the Informal Economy in
the Soviet Republics: 1965-1989,” Working Paper Series, No. 43, Russian
Reserach Center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Lewis, W. Arthur (1954),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Lee, Young-Sun and Deok Ryoung Yoon (2004), “The Structure of North Korea’a

9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3권 제2호 (2017.6)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s,” Discussion Paper 04-03,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ipton, M. (1984), “Family, Fungibility and Formality: Rural Advantages of Informal
Non-Farm Enterprise versus the Urban-Formal State,” Human Resources,
Employment and Development Volume5: Developing Countries, pp. 189-224,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Morrone, Henrique (2015),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Brazil,” Análise Econômica, Porto Alegre, Vol. 33(64), pp. 27-49.
Noland, Marcus, Sherman Robinson, and Monica Scatasta (1997), “Model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8(1), pp. 15-38.
Noland, Marcus, Sherman Robinson, and Tao Wang (2000), “Rigorous speculation: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orld Development, Vol.
28(10), pp. 1767-1787.
Noland, Marcus, Sherman Robinson, and Tao Wang (2001),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9(4), pp.
741-767.
Rada, Codrina (2010),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China and India,” Economic
System Research, Vol. 22(2), pp. 129-153.
Sinha, Anushree and Christopher Adam (2006), “Reforms and Informalization: What Lies
Behind Jobless Growth in India,” Informal Labour Markets and Developmen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Sinha, Anushree (2011), “Trade and the informal Economy,” Jansen, M., Peters, R., &
Salazar-Xirinachs, J. M. (Eds), Trade and Employment: From Myths to Fact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p. 125-170.
Sinha, Anushree and Ravi Kanbur (2012), “Informality: Concepts, Facts and Models,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f Margin,” The Journa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United Nations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ADB, “Input-Output Tables for Selected DMCs,” http://www.adb.org/data/icp/input-outputtables(검색일: 2017. 2. 21).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91

<Appendix>
1.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회계정행렬의 구조에 기반하되,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요소소득 발생과 상품시장에서의 최종재에 대한 지출과정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으로 구분함으로써 북한 이중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였
다.31)
일반적인 사회계정행렬의 구조는 <Appendix Table 1>과 같다.32) 각 행과 열은
각각 계정의 수취와 지출을 나타내며, 계정은 크게 상품(commodities), 생산활동
(activities), 생산요소(factors)의 거래를 포함하는 ‘생산부문(productions)’과 나머지
경제주체들의 거래를 포함하는 ‘제도부문(institutions)’으로 구분된다. 상품계정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며, 생산활동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부문, 생산요소 계정은 노동과 자본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거래와 관련된 계정이다. 제도부문은 가계, 기업, 정부, 및 해외로 분류되는 경제주
체의 거래들 나타낸다.
생산부문에서 국내공급이란, 상품계정에서 국내 생산활동 계정으로 재화와 서비
스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생산활동의 국내재 구입을 의미한다. 수입재 구입은 제도
부문(해외)에서 상품계정으로 기입된다. 한편, 제도부문이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는 경우, 국내최종수요 가운데 소비수요는 경상계정으로 분류되며, 투자수요
는 자본계정으로 기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부문의 경상계정 가운데 가계부문과
자본계정을 각각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한 사회계정행렬을 설계하였다
(<Appendix Table 2> 참조). 이는 가계수입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부터 창
출되어 각각 소비되며, 저축형성과 투자지출의 경로 또한 이중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구조는 북한경제의 소득순환(<Figure 1> 참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1) 사회계정행렬의 개요 및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은 신동천(2000), 한국은행(2014)을 참고.
3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계정행렬은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재산소득은 제외되
었으며, 금융자산의 수입과 지출 구조는 반영하지 않고 실물경제만을 반영하였다.

The Basic Structure of Social Accounting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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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of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Dual Econom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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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
<Appendix Table 3>

Production Induced Coefficient in North Korea (2013)

Manufacturing

(A)

(B)

(C)

(D)

(E)

(F)

(G)

(H)

(I)

(J)

(K)

(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

1.078

0.042

0.423

0.209

0.025

0.031

0.022

0.024

0.043

0.020

0.014

0.018

Mining and Quarrying(B)

0.044

1.099

0.086

0.153

0.288

0.788

0.384

0.171

0.200

0.480

0.092

0.033

Food Beverages & Tobacco Products (C)

0.063

0.004

1.246

0.038

0.013

0.003

0.004

0.006

0.008

0.003

0.004

0.024

Clothing, Wearing Apparel & Wood products (D)

0.032

0.024

0.055

1.548

0.057

0.020

0.045

0.094

0.164

0.018

0.054

0.029

Basic Chemical & Other Chemicals (E)

0.073

0.084

0.107

0.459

2.005

0.118

0.140

0.242

0.178

0.091

0.053

0.037

Coal & Refined Petroleum Products (F)

0.050

0.126

0.104

0.197

0.356

1.142

0.359

0.198

0.205

0.649

0.117

0.037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Metals (G)

0.085

0.069

0.091

0.075

0.075

0.057

1.786

0.340

0.558

0.050

0.109

0.074

Machinery & Others (H)

0.037

0.047

0.049

0.055

0.038

0.036

0.056

1.581

0.208

0.043

0.064

0.033

Construction(I)

0.150

0.083

0.081

0.083

0.045

0.061

0.051

0.093

1.058

0.051

0.179

0.135

Electricity, Gas & Water Supply(J)

0.040

0.169

0.104

0.203

0.297

0.149

0.396

0.211

0.182

1.175

0.067

0.035

Others Services(K)

0.003

0.005

0.014

0.013

0.003

0.004

0.003

0.011

0.008

0.003

1.025

0.002

Government Services(L)

0.021

0.037

0.049

0.067

0.086

0.033

0.052

0.078

0.088

0.032

0.091

1.023

Total

1.675

1.789

2.408

3.098

3.289

2.442

3.299

3.049

2.900

2.613

1.868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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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ansion of the informal sector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This paper estimates a social
accounting matrix(SAM) that distinguish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of North Korea during the year of 2013 in order to understand its dual economic
structure. As the estimation results,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in North Korea
is estimated at 18.5% for factor income and 28.5% for final demand.
Also, it indicates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the informal sector in both
household consumption and investment based on the Input-Output analysis.
Increasing informal investment expenditure could contribute to encouraging the
entire North Korean economy because the output multiplier of investment
expenditur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 spending.
Lastly it is worth to note that these estimation results are based on relatively
rough assumptions due to the limited statistics of North Korean economy.
Therefore, the results could be changed in case different assumptions are
introduced regarding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in North Korea.
JEL Classification: C67, O17, P24
Key words: Social accounting matrix, Informal economy, North Korean economy,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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