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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19년 수록
자료 중 국제경제·동북아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국제경제
① “Covered Interest Parity Arbitrag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637
저자: Dagfinn Rime(BI Norwegian大), Andreas Schrimpf(BIS, CEPR)
Olav Syrstad(Norges Bank)
【핵심내용】
o 2013.1~2017.6월 중 미국 자금시장 금리*, 스왑 레이트(swap rate)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CIP(covered interest rate parity)가 성립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
* CP, CD, OIS(overnight indexed swap), 은행 간 금리 등 다양한 자금시장 금리 지표를 사용

o 분석 결과, 금리 종류별로 CIP가 성립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간 금리의 경우, 금융 위기 이후 은행 간 자금 시장 거래 규모가 축소되어 은
행 간 금리를 자금시장 금리의 지표로서 CIP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추정
- CP, CD 금리의 경우, 도매 자금 시장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들과 신용 등급이
낮은 은행들이 직면하는 금리가 다른 가운데, 이러한 조달 금리의 차이가 신용 등급
이 높은 은행들의 차익 거래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분석
- OIS 금리의 경우, CIP로부터의 이탈은 통화 간 유동성 프리미엄의 차이를 나타낼 뿐,
무위험 이윤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o CP, CD 금리의 경우, 외환 스왑 딜러(FX swap dealer)가 포지션 불균형(inventory imbalance)
을 조정하기 위한 스왑 레이트를 설정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동 스왑 레이트 설정을 통하여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들은 차익 거래를 위해 스왑 시장
에 달러를 공급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은행들은 스왑 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달러를 조달
- 다만 CIP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Basic statistics analysis,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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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② “Global Value Chains: What are the Benefits and Why Do Countries

Participate?”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8
저자: Faezeh Raei(IMF), Anna Ignatenko(UC Davis), Borislava Mircheva(IMF)
【핵심내용】
o 1990~2013년 중 18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 참
여*가 소득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결정요인을 분석
* Eora Multi-Region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해 후방연계도(수출 중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와
전방연계도(총수출 대비 수출되는 중간재에 포함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를 계산

o 분석 결과, GVC 참여도가 상승하면 1인당 소득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적인
무역 비중의 증가는 이러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소득 국가보다는 고소득 국가에서 GVC 참여의 이득이 큰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업과 고기술 제조업 등 상류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공급사슬에서의 위치 변화는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o 한편, 동일 통화를 사용하고 환율 변동성이 낮을수록 양자간 GVC 비중이 증가하며,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GVC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③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 and Welfar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564
저자: Mary Amiti(FRB of NY, CEPR), Stephen J. Redding(Princeton大, CEPR)
David E. Weinstein(Columbia大)
【핵심내용】
o 2017.1~2018.12월 중 미국의 상품별 수입 물량과 가격, 관세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세율 상승이 상품 가격과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 결과, 관세율 상승이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수출 기업의 수취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과된 관세가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수출기업에게는 전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세율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교역조건 이득이 거의 발
생하지 않았음을 시사
o 한편, 관세율 상승이 국내 생산자의 판매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 상승이 수입 중간재 가격과 국내 생산자의 마크업률(mark-up
ratio)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o 또한, 관세율 상승에 따른 자중 손실(deadweight loss)이 비교적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관세율 상승으로 수입 상품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를 소비 품목의 다양성 감소로
본다면 소비자 후생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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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Bond risk premia and the exchange rate”
출처: BIS, Working Paper No. 775
저자: Boris Hofmann, Ilhyock Shim, Hyun Song Shin(BIS)
【핵심내용】
o 2005.1~2017.12월 중 14개 신흥국의 환율 변동*이 국채 스프레드, 신용 리스크 프리
미엄, 거시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Fed와 ECB의 정책 금리 결정일, 자산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방향 발표일의 환율 변동률 데이터를
사용

- 국채 스프레드는 5년 만기 신흥국 국채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의 차이,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은 동 스프레드와 5년 만기 통화 스왑레이트(swap rate)의 차이를 통해 측정
o 분석 결과, 미국 달러대비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절상되면 국채 스프레드와 신용 리스
크 프리미엄이 하락하지만 실효환율(trade-weighted effective exchange rate) 절상 시에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미 환율 절상 시에는 채권 투자자의 달러 표시 부채가치가 감소하고 더 많은 자금
이 유입되는 위험 선호 경로(risk-taking channel)가 작동하는 반면, 실효환율 절상 시에는
순수출이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하는 무역 경로(trade channel)가 나타남을 시사
o 환율 변동이 국내 신용과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미 환율 절상 시
국내 신용과 총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실효환율 절상 시 국내 신용의 변동은 유의하지
않았고 총생산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분석방법론】 One-period portfolio choice model, Local linear projection model
⑤ “After the Panic: Are Financial Crises Demand or Supply Shocks?

Evidence from International Trad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702
저자: Felipe Benguria(Kentucky大), Alan M. Taylor(UC Davis, NBER, CEPR)
【핵심내용】
o 1816~2014년 중 69개국의 무역, 실질환율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위기*가 총수요
또는 총공급 중 어떤 측면에 주된 영향을 주는지 분석
* 공공부문이 뱅크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사건으로 정의

-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소국개방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은 수입을 크게 감소시키고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
은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고 실질환율을 절상시키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질환율과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 위기가
총수요 또는 총공급 중 어떤 측면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o 분석 결과, 금융위기가 수입을 감소시키고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위기가 주로 총수요 측면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시사
- 동 결과는 금융위기가 주로 가계의 신용제약을 심화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고 비교역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기인
o 한편, 교역재를 최종재와 중간재로 나누어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
는 최종재와 중간재 수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on method,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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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Asset Bubbles and Global Imbalances”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No. 2019, 11(3)
저자: Daisuke Ikeda(BOJ), Toan Ph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국가 간 자본이동, 자산가격 거품(asset bubbles)이 존재하는 2국 일반균형 모
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자산가격거품
과 자본이동 간의 상호작용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의 존재와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인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가정하고, 금융 마찰이 작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금융 마찰의 크기는 금융시장 발달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o 분석 결과, 국가 간 금융 통합(financial integration)이 이루어지면 자본수익률이 높은 국가
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자본이동과 자산가격 거품 간 상호작용
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킴
-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 금융 통합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높은 국가로의 자본이동이 촉진
되어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
- 자본이동이 자산가격 거품에 미치는 영향 : 자본이 유입되면 금리가 하락하고, 저금리로
인해 경제 주체의 투기적 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
- 자산가격 거품이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 :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할 경우 저축이 감소
하여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됨
o 한편, 자본이동과 자산가격 거품의 상호작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자산 가격
거품의 붕괴,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감소, 글로벌 불균형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
【분석방법론】 Rational bubble model with two large open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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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Natural Level of Capital Flow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84
저자: John D. Burger(Loyola大), Francis E. Warnock(Virginia大, NBER)
Veronica Cacdac Warnock(Virginia大)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자본유출입이 실물·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 수준(natural level)으로 수렴
한다는 자연 자본유출입 수준(natural level of capotal flows)* 개념과 측정 지표(KF*)를 제안
* 자연실업률, 자연실질이자율, 잠재GDP 등의 개념과 유사하게,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
유출입 수준으로 자본유출입이 단기적으로 동 수준을 중심으로 변동

- 또한 KF*를 184개국을 대상으로 시산하고 중기 시계에서 자본유출입이 자연수준에 수렴
하는지 분석
o 다국가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 간 자본이동을 일시적인 단기 변동과 생산성 및 저축
등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는 KF*로 분해
⓵ 단기 변동 : 자산 수익률, 자산가격과 거시변수 간 상관관계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배분(realloca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이동을 측정
⓶ KF* : 생산성 충격에 따른 저축 변동 중 일부가 해외자산 매입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동을 측정
o 2000~2018년 중 184개국의 부채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KF* 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기적 시계에서 자본이동이 KF*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KF* 수준에서 이탈하는 자본이동 변동은 일시적(transitory)이며, 대체로 1~2년 후 KF* 수
준으로 수렴
- 동 수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이동의 변동이 중기적 시계에서 측정한 전체 자본이동
변동의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지표들보다 설명력이 우수
【분석방법론】 Open economy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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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U.S. Monetary Policy and International Risk Spillov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97
저자: Ṣebnem Kalemli-Özcan(Maryland大, CEPR, NBER)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1996~2018년 중 59개국의 금리, VIX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 통화정책
에 기인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risk perceptions)의 변화가 해외자본 유
입, 대출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위험 인식 변화가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자국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후,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인식이 통화
정책의 단기 금리 영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
- 또한 위험 인식이 UIP(uncovered interest parity) 조건 이탈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신흥국 통화정책에 관한 함의에 대해 분석
o 분석 결과,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위험 인식 증가가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위험 인식이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그룹별로 상이
-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인식 변화가 자본유입을 감소시켜 대출 금리의 변동
을 야기함을 의미
- 또한, 신흥국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정책 금리가 단기 금리에 불완전하게 파급
(pass-through)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 인식을 통제할 경우 선진국과 유사하게
정책 금리 변동이 단기 금리에 완전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금리의 단기 금
리에 대한 불완전한 파급효과도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인식 변화에 기인함을 시사
o 또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 인식 변화가 UIP 조건 이탈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신흥국 금리 또는 환율의 상승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환율 변동을 제한하고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경기 침체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Local projections with instrument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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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Global Spillover of a China Hard Landing”
출처: FED,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No. 1260
저자: Shaghil Ahmed, Ricardo Correa, Daniel A. Dias, Nils Gornemann,
Jasper Hoek, Anil Jain, Edith Liu, Anna Wong(Fe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중국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 VIX, 원자재 가격, 미 국채 수익률 등의 글로벌 금융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추정
- 2015~16년 중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금융 불안 사태에 대해 살펴본 후, 일반균형 모
형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동 사태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큰 영
향을 받는지 분석
o 실증 분석 결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무역 경로와 금융시장 경로를 통하여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중국 경기 침체는 달러 가치 상승, 미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 신흥국 채권 스프레드
증가, 세계 무역 감소, 안전자산으로의 자본이동,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현상을 초래
- 또한, 파급효과의 크기는 국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자재 수출 신흥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미국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
-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 연준의 통
화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
o 한편, 2015~16년 중 중국에서 발생했던 금융 불안 사태는 위의 실증 분석이 예측했던
결과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동 사건과 비슷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의 반응을 시
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받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크
기가 특히 컸으며, 이는 주로 주가 하락, 글로벌 리스크 회피도 증가(global risk
aversion) 등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파급
【분석방법론】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DSGE, Event stud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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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⑩ “Innovation, Growth, and Dynamic Gains from Trad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70
저자: Wen-Tai Hsu(Singapore management大), Raymond G. Riezman(Iowa大)
Ping Wang(Washington St. Louis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무역이 경제주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기술진보 경로를 중심으로 분
석한 후, 동 경로를 통한 후생 증가분의 크기를 추정
- 선진국과 신흥국이 교역을 하는 2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이 경제 후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 교환 및 특화의 이득과 같은 무역의 정태적(static) 이득과 기술진보율이 증가하는 동태적(dynamic)
이득을 구분하여 추정

-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과 사업 아이디어(entrepreneurial knowledge)** 두 가지
형태의 혁신이 존재하는데, 범용 기술은 오직 선진국 기업들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내연 엔진, 전기, 반도체 등과 같이 다른 모든 상품들 생산에 도움을 주는 기술
** 개별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식이며, 동 지식의 혁신과 상품 생산 과정에서 범용 기
술이 사용됨

ㅇ 분석 결과, 교역을 하는 경우 폐쇄경제보다 후생이 약 5.3% 증가하고, 이 중 동태적 이
득이 약 78%를 차지
- 국가 간 교역이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선진국의 범용 기술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진보율이 증가함
- 이는 무역이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태적 이득만을 고려할 경우 무역
이 주는 이득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시사
ㅇ 한편,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큰 동태적 이득이 존재
- 교역으로 인해 신흥국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
고,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소득이 증가
-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의 동태적 이득은 동 소득 증가에 대응하여 범용 기술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고 기술진보율이 증가하는 데 기인
【분석방법론】 Endogenous growth model of north-south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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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⑪ “The EU’s Role in Stabilising the Korean Peninsula”
출처: Real Instituto Elcano, Working Paper No. 01/2019
저자: Mario Esteban(Elcano Royal Institute)
【핵심내용】
ㅇ EU의 대북 정책은 역사적으로 적극적 포용, 비판적 포용 및 적극적 압박 정책으로 변
화해 왔는데, 이는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며 발생
- 적극적 포용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 및 무역 확대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경제
협력 및 정치적 인정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대북정책 수행
- 비판적 포용 시기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인
권탄압 규탄 성명을 수차례 결의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
- 적극적 압박 시기에는 독자 경제제재 실시, 회원국내 북한 대사관 인원 감축, 북한내 회
원국 대사관의 철수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고립 도모
ㅇ EU의 對한반도 정책 최우선목표는 전쟁 발발 방지이며, 이는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안정뿐만 아니라 EU의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
- 북핵은 국제비핵화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영
향을 미치는 등 국제 평화･안보에 연관된 사안이므로 EU가 개입할 당위 존재
ㅇ EU는 북핵협상의 원만한 진전을 지원하는 이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역할은
협상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 협상이 계속되는 경우 양국의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회원
국 중 스웨덴이 북한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의중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짐
- 협상이 결렬되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무력사용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함
으로써 분위기 반전의 역할 기대
ㅇ EU는 북한과의 고위급 및 반관반민 회담을 재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핵
협상이 진전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
- 고위급 회담이 정치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제약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관반민 회담을 병행하여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
-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경우 인도적 지원, 금융·기술 지원, 무역확대 및 민간투자 등을 보
장함으로써,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유인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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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Network Analysis of Scientific Collaboration in North Korea”
출처: Science Editing, 2019 Vol.6 (1)
저자: 최현욱, 최예진, 김순(이화여대)
【핵심내용】
ㅇ 서지계량학(Bibliometrics)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북한 학자는 주로 자연과학 및 공학을 주
제로 학술논문을 게재하며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원에 소속된 학자의 활동이 활발
-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 학자들의 연구주제는 자연과학(물리학, 수학, 화학) 및 기술(재료학,
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중국, 독일 및 호주 학자와 협업
ㅇ 1976-2018년의 기간 동안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Web of Science)에 수록된 북한 학자
가 참여한 638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56명의 저자와 55개의 주제어(keyword)를 추출해
저자 및 주제어 사이의 관계분석(network analysis)을 수행
- 북한 학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에 소속된 학자가 많으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
는 학자의 소속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원이 다수
- 해외 학자는 소수의 중국내 연구기관(우한대, 상하이 지아오통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
가 많으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해외 학자의 소속은 보다 다양
- 네트워크의 중심 주제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밀도함수이론,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등으
로 과학·기술 용어가 다수였으며, 주로 물리학, 화학, 수학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
ㅇ 북한의 게재 논문은 1976-2003년의 기간 동안 연간 5편을 하회하는 등 부진하였고,
2004-2014년의 기간 동안은 연간 20편 내외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최근 크게 성장하여
연간 100편을 상회
- 2018년 4월 베이징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 기술력을 통해 북한 경제 성장을
진작하려는 의사를 피력
- 앞으로 북한 학자들이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부와 활발히 공동연구를 하거나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가능성이 높음
【분석방법론】 Bibliometric analysis, Network analysis

- 10 -

⑬ “The Logic of the Survival of North Korea”
출처: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2019) 14
저자: Kentaro Hirose, Shuhei Kurizaki (와세다大)
【핵심내용】
ㅇ 지속적인 국제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격받지 않는 이유는, 높은 민족적 동질
성으로 내부에서 외세와 동조하여 저항할 세력이 적고 장기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또는 테러단체 지원이 국제안보를 위협할
경우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전쟁(interstate war)이 발생할 수 있음
- 또는 비정상국가 내부적으로 정치적 차별 또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불만을 가진
저항세력이 지배세력에 대항하면서 내전(intrastate war)이 발생하기도 함
ㅇ 비정상국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전을 통해 정상국가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이거나
공격빈도를 높이는 것이 반복게임 균형 측면에서 최적의 대응에 해당함
- 만약 비정상국가 주민 대다수가 지배세력에 동조하여 저항하는 경우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고 결국 공격받을 유인을 낮추게 됨
ㅇ 내전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인종 간에 발생하는데 북한은 단일민족이라 그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공격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냉전 이후 80% 이상의 내전이 인종 갈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라크전 당시 쿠르드
족은 국제사회와 연합해 후세인 정권에 저항했고 시아파 또한 기존 지배세력인 수니파
를 축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

【분석방법론】 Two-level ga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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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Converting Maximum Pressure to Maximum Leverage: The Role of

Sanctions Relief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출처: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저자: Daniel Wertz(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핵심내용】
ㅇ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정책(all-or-nothing)으로 북핵문제
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
는 협상 전략을 제안
ㅇ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 이후 유지된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핵협상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 2019년 봄에 개최된 하노이 회담은 제재해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
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그만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간접 증거
- 한편 미국이 현재의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제재를 해제했음에도 북한의 비핵화 진
전이 없는 경우 이전 수준의 제재를 수행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악의 경
우 비핵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ㅇ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협상 과정 하에서, 북한이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
는 경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진할 유인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즉,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음에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가 있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소극적일 수 있음
ㅇ 따라서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
- 협상초기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은 특정 핵시설을 해체
하고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구축
- 협상 중간단계에서 북한은 사이버공격 등 불법활동을 중단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북한내 신규투자를 허용
- 협상 최종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는
해당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던 모든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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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The Sino-North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출처: The World Economy 20 November, 2019
저자: Jai S. Mah(이화여대)
【핵심내용】
ㅇ 현재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대북 무역과 외국인직접투
자(FDI)를 꾸준히 늘려 왔음
- 본 논문은 대중무역의 잠재력을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최근 북·중간 외교관계 개
선 노력의 배경을 분석함
ㅇ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2017년 북한의 전체 수출 중 중
국의 비중이 89.2%에 달함
ㅇ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추가 신설하고 중국과 외국
인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자본의 북한 유입이 증가함
-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누계 총액은 2015년 기준 약 6억2천5백만 달러로 2003년에 비
해 600배 이상 증가
ㅇ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는 주로 나진-선봉·신의주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항구도시로서 운송의 이점을, 신의주 경제특구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의 이점을 살려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투자유입은 외화 유입·일자리 창출·생산성 개선 등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ㅇ 하지만 2017년 들어 UN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과 직접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축소되는 추세
- 현재까지는 북한의 시장물가가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으나, 강력한 제재 기조가 유지
될 경우 북한의 대중 관계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위태로울 수 있음
- 저자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
제적 난관을 벗어나려는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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