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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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록
자료 중 국제경제·동북아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국제경제
①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Foreign Debt”
출처: IMES, Discussion Paper 2021-E-4

under

Dollar-denominated

저자: Hidehiko Matsumoto(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차입제약을 도입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달러 표시 외화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서든스톱*(sudden stop) 발생 시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
책의 최적 조합을 모색
* 예상하지 못한 자본유입 중단과 이에 뒤이은 대규모 자본유출을 의미

- 차입제약으로 인한 서든스톱이 급격한 환율 평가절하를 유발하여 자국 통화 표시
외화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경제주체들이 환율 위험을 내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상황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차입하고, 위기상황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수입을 줄이지
않아 환율 절하폭이 비효율적으로 확대되므로 정책개입이 필요
ㅇ 모형분석 결과, 최적 통화정책은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및 차입제약의 구속
(binding)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통화정책이 유일한 정책수단인 경우, 차입제약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적 통화
정책 개입을 통해 실질환율의 과도한 절하폭을 축소하는 것이 최적정책
-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정상상황에는 물가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가, 차입제약에 구속되는 위기상황에는 실질환율 절하폭 축소
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개입이 최적
ㅇ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상상황에서 외화차입을 제한하여 서든스톱 발생 시 자본이동의
급격한 변동과 실질환율 절하를 완화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
- 위기 시 통화정책 개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정상상황에서 대규모 외화차입
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하지 않은 재량적 통화정책은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ㅇ (후생 비교) 통화정책만 활용할 경우 물가안정목표제가 우월하나,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합할 경우 재량적 통화정책이 우월
ㅇ 본 연구는 위기상황에서 경제 안정화와 후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차입
을 억제하는 사전적 거시건전성정책과 실질환율 절하폭을 완화하는 사후적 통화정책
이 최적 정책조합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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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h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neeze:

International Real and Financial Spillovers in Asia”
출처: ADBI, Working Paper No. 1288
저자: John Beirne(ADBI), Nuobu Renzhi(CUEB), Ulrich Volz(SOA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과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실물 및 금융 경로를 통해 아시아 국가 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분석
- 아시아의 11개 국가를 선진국 그룹*, 신흥국 그룹**으로 구분한 후, 2000.1
월~2020.12월 미국 및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각국의 실물 및 금융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하며, 중국의 통
화정책 충격은 화폐 공급량과 중립금리를 이용하여 그림자 정책 금리(shadow policy
rate)를 산출하여 식별
ㅇ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의 실물 부문은 미국보다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그룹) 정책 금리를 1%p 인상하는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동일한 크기의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물가 및 경제성장률을 더 지속적으로 감소시킴
- (신흥국 그룹)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데 반해,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유의하게 하락시킴
ㅇ 아시아 경제의 금융 부문도 미국보다 중국 통화정책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특
히 신흥국의 주가와 환율 변동성이 중국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
- (선진국 그룹)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단기 금리와 주가를
더 지속적으로 하락시킴
- (신흥국 그룹)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미국 통화정책 충격보다 단기 금리와 주가를 더
큰 폭으로 하락시켰으며, 무역 경로 등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침
ㅇ 이처럼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효과가 더 큰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에 기
반한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의 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국이 역내 무역 통합 과정에서 아시아 경제와의 실물 및 금융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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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ternational

Reserve Management, Global Financial
Firms’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03

Shocks,

and

저자: Joshua Aizenman(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Yin-Wong Cheung(UC Santa
Cruz), Xingwang Qian(SUNY Buffalo Sta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토빈의 Q 모형을 바탕으로 2000~18년 중 46개 신흥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신흥국 중앙은행의 적극적 외환보유액 관리*가 기업투
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평상 시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위기 시 외화자산을 매각하여 국내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글로벌 금융충격과 외환보유액 관리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수준에서 추
정한 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동 요인들이 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수준에서 추정
ㅇ 실증분석 결과, 신흥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는 기업투자에 양(+)의 효과를 미치며,
글로벌 금융충격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한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글로벌 금융충격 발생 시 충격 규모가 클수록 외환보유액 관리의 한계효과도
큰 반면, 긍정적 글로벌 금융충격 발생 시 충격 규모와 한계효과의 크기는 반비례
- 글로벌 금융충격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
감소를 유발하며,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자금조달비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
약하므로 외환보유액 관리의 안정화 효과는 금융제약이 심할수록 약화*
* 외환보유액 관리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
업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4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인과매개분석(causal mediation analysis) 결과, 외환보유액 관리는 신용스프레드를 통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액 확충은 부정적 글로벌 금융충격이 촉발하는 투기 공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여 신용스프레드 확대 폭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차입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투자 위축을 완화
ㅇ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 결과, 기업 수준의 분석 결과는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2년 내에 GDP 대비 총투자가 평균 0.3% 증가하
며, 부정적(긍정적) 글로벌 금융충격은 신용스프레드를 확대(축소)시켜 기업의 투자 감소(증가)를 유발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자본이동규제, 환율관리
정책과 함께 외환보유액 관리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부정적 글로벌 금융충격으로부터 기업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obin’s Q Mod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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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isks and Global Supply Chains: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942
저자: Richard Baldwin(The Graduate Institute), Rebecca Freeman(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주요국의 봉쇄조치 시행으로 인해 국제분업 체계에 교란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GSCs)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GSCs의 잠재적 위험요인과 충격에 대한 반응 양상을
분석한 뒤 정책 대안과 향후 GSCs의 변화 전망을 제시
ㅇ 분석 결과, 수요‧공급 충격 및 운송 지연 등의 외부 요인이 GSCs에 영향을 주며,
GSCs에서 발생한 충격이 다시 거시경제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수의 기업에 국지적으로 충격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봉쇄조치 등으로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등 충격의 양상이 변화
- 명목 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GSCs 충격은 인플레이션의 후생 비용을 증대시키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변화시켜 통화정책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침
ㅇ 한편 GSCs 충격에 대한 대응력은 위기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resilience)과 위기 상황에도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건성(robustnesst)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복원력과 강건성 모두에서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저비용·고
품질 생산요소 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
- 예를 들어, 마스크의 경우 공급망 위험분산이 쉬운 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
도체의 경우 공급망 위험분산이 어려움
ㅇ 정책 당국은 GSCs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 ① 정책대응을 적기에 시행하는 한편 ②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공급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③ 산업별 맞춤형 정책
도구(세금, 보조금, 규제)를 사용하며 ④ 부정적인 충격 파급이 차단되도록 거시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
ㅇ 그러나 대체가 어려운 틈새시장 전문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꽤 많은 데다 매몰
비용에 따른 이력현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가피하게 경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GSCs를 재구성하려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존
- 또한 현재의 생산자동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생산의 탈세계화를 초래하여
공산품의 비교역재화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서비스의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존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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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apital

Controls and Foreign Reserves against
Combined or Alone?”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849

External

Shocks:

저자: Rafael Cezar(Banque de France), Eric Monnet(Paris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자본유출을 유발하는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본통제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의 관계가 대체적인지 보완적인지 여부를 분석
- 1950~2007년 중 35개국의 분기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본통제의 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세 그룹(강, 중, 약)으로 분류한 후 국소투영기법을 이용해 예상치 못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외환보유액과 환율의 충격반응함수를 분석
- 만약 자본통제가 강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대외충격(예상치 못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반응하지 않고 자본통제가 약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에 반응한다면 자본
통제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은 서로 대체적인 정책수단임을 의미
ㅇ 실증분석 결과, 대외 충격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반응은 그룹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통제와 외환보유액의 관계에는 비선형성(non-linearity)이 존재
- 예상치 못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 자본통제가 강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은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본통제가 약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은 유의하게
감소하여 자본통제가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대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자본통제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외충격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유
의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자본통제 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
정책이 보완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의미
- 한편 자본통제가 약하거나 중간인 국가들의 경우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이 환율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자본통제와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을 모두 활용(보완관계)하는 전략과 둘 중
하나의 정책수단만 활용(대체관계)하는 전략 모두 효과적으로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내경
제를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
- 이는 최근 IMF의 통합정책체계(IPF: Integrated Policy Framework) 논의에서 자본통제와
외환시장개입의 최적 정책조합을 모색 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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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he Macroeconomic Impact of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Some

Cross-country Empirical Finding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26
저자: Zhongxia Jin, Haobin Wang, Yue Zhao(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26개국 자료를 이용한 VAR 분석과 중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외환시장
개입의 유효성과 잠재적 부작용을 분석
- 1990~2019년 중 26개국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 빈도에 따라 개입국(interveners)과 비개입국(floaters)으로 구분하고, 거시경제변
수의 충격반응함수를 축약형 VAR을 통해 유형별로 비교 분석
- 1990~2018년 중 중국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VAR을 이용하여 분석
ㅇ 분석 결과, 외환시장 개입이 명목환율의 단기 변동성 완화에는 유효하지만, 실질환율
안정화에는 효과가 없으며, 국내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입국에서 실질환율은 국내물가 변동을 통해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명목환율 안
정화의 대가로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
- 대외 금융충격에 따른 주가와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살펴보면 비개입국보다 개입국
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의 충격 흡수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대외 금융충격이 국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
- 실질금리 변동폭의 경우에도 개입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대외충격이 국내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됨을 의미
- 대외충격에 따른 물가 및 자산가격의 추가 조정 등 간접적인 비용 외에도 외환시장
개입은 대외불균형 누증, 외환보유액 감소, 대외투자수익률 하락, 외환 파생상품시장
발전 저해,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목표 간 상충 등의 직접적인 비용도 수반
ㅇ 중국 사례연구 결과는 개입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대외충격에
대응한 외환시장 개입이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 대외불균형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
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율변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외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간의 상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V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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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ectoral Shocks and Spillovers: An Application to COVID-19”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04
저자: Sonali Das, Giacomo Magistretti, Evgenia Pugacheva,
Wingender(IMF)

Philippe

【핵심내용】
ㅇ 본고는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타산업 및 타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과거 시기
(1995년~2014년)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로 측정되는 공급 충격과 정부지출의 변화로 측정되는 수요 충격을
모두 고려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1995년~2014년) 시기에 대해서는 세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업내 효과와 산업간 파급효과를 측정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에서의 대면접촉도가 충격의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
ㅇ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산업에서 발생한 충격은 다른
산업의 실질 총 부가가치(real gross value added, GVA) 성장률에 지속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타산업으로부터 파급된 충격의 크기는 해당 산업 자체 충격에 비해 공급 충격의 경우
2배, 수요 충격의 경우 7배 가까이 크게 나타남
- 부정적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의 GVA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특
히 산업 내 충격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함
ㅇ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발생한 충격에 대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충
격의 강도가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충격의 효과는 음식‧숙박‧운수‧소매 등
대면 접촉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었음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특정 산업에 영향을 준 충격의 50% 정도는 다른 산업에서
기인하며, 주로 국내 공급업자로부터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의 산업간 및 국가간
파급이 거시 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
- 생산과정에서 대면 접촉도가 높아 피해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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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Trade, Jobs, and Inequality”
출처: IMF, Working Paper 21/178
저자: Kim Beaton, Valerie Cerra, Metodij Hadzi-Vaskov(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수입 경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전 세계의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입 경쟁 충격을 식별하며, 130만개의 기업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 임금, 매출, 순이익, 투자 등에 대한 충격 반응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수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고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정도는 산업별 및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남
- 수입 증가 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고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
서는 경쟁 심화로 혁신이 촉진되면서 고용이 오히려 증가
- 산업내 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고용
규모가 증가
- 국가별로는 신흥시장국 소재 기업의 고용이 악화된 반면 선진국 소재 기업은 증가
- 수입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저생산성 노동자가 고생산성 노동자로 대체되면서
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은 상승
ㅇ 한편, 수입 경쟁은 기업의 매출, 이윤, 투자 등의 확대를 유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수출기업은 비수출기업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높았으며,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 증가 규모도 확대
ㅇ 수입 경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및 정책 요인에 따라서도 상이한 것으로 분석
- 교육제도가 개선되면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는 한편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고용이 증대됨
- 반면, 금융규제로 기업의 평균 임금이 하락하면서 수입 경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수입 경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이 교육 및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경
쟁력 제고 노력을 뒷받침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IV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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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Does GVC Participation Improve Firm Productivity? A Study of Three

Developing Asian Countries”
출처: ADBI, Working Paper No. 1245
저자: Shujiro Urata, Youngmin Baek(Wased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아시아 개도국 국내 기업(local firm)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분석
- 2009~2015년 중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17개 제조업 부문 기업자료(WB
Enterprise Surveys Data)를 활용하여 분석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게
되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제고
시키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구분하여 식별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자기 선택(self-selection)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글로벌 가치사슬 미참여 기업을
매칭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ㅇ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선택 효과)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학습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생산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간에는 내생적 순환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
- 선택 효과는 3개국에서 모두 유의하나, 학습효과는 인도네시아 기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
-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유의했고, 중간재 수입만 하거나 최종재 수출만 하는 기업은 동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
- 간접수출(indirect export)*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수출에는 수입기업 탐색과 해외 유통망 구축 등을 위해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최종재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 한편, 규모(scale)와 품질인증(quality certification)도 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양(+)의 효
과를 나타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품질관리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특구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ropensity Score Matchin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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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Credit Cycles, Fiscal Policy, and Global Imbalanc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43
저자: Callum Jones(Federal Reserve Board), Pau Rabanal(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86~2017년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38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순환
주기(credit cycle), 재정정책 및 글로벌 불균형 간의 연계성에 대해 실증분석
- 2국 DSGE 모형*으로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을 식별하여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
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재정정책의 준칙을 제안
* 자국(미국)과 외국(미국을 제외한 9개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실물 경기변동 모형에 신용충격과 재정정
책을 도입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에 대한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ㅇ 실증분석 결과 신용이 확대(축소)되면 경상수지가 악화(개선)되고, 재정수지가 개선(악화)
되면 경상수지도 개선(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 평균적으로 신용갭과 경상수지의 상관계수는 –0.41로 나타났으며, 선진국(-0.38)과
신흥·개도국(-0.45)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상관계수는 신흥·개도국(0.09)에서보다 선진국(0.29)에서 더
높아 쌍둥이 적자 현상은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ㅇ 모형분석을 통해 1980~2017년 중 미국 경상수지 변동 요인을 분해한 결과 국내 신용
충격이 28.9%, 국외 신용충격이 33.2%, 미국의 재정충격이 13.9%를 차지
- 동 기간 중 미국 내 신용 및 재정충격이 없었다면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와 변동성은
대폭 축소되었을 것임을 시사
-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결과 미국이 국내 부채·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시건
전성정책 준칙과 성장률 안정화를 위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준칙을 활용하였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와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었음
ㅇ 본 연구는 경상수지 등 대외지표가 아닌 부채·주택가격·경제성장률 등 국내지표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
와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International Real Business Cy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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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⑪ “Researching

a Hard Target: Analyzing North Korea with
Economic Data”
출처: North Korea Economic Forum, Working Paper Series 2020-2

Official

저자: Stephan Haggard(UC San Diego), Liuya Zhang(OSU)
【핵심내용】
ㅇ 본고는 무역상대국 및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되는 북한 관련 통계의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최근 통계를 통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추정
ㅇ 교역상대국의 무역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출입 자료를 추출한 거울 통계(mirror
statistics)를 이용하여 북한의 무역 및 경제구조를 분석
- 북한의 수출입은 2015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 일본과는 2006년 이후, 한국과는 개성공단 폐쇄(2016) 이후 교역이 중단되었고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제재 이후 기타국가와의 교역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중국이 압도적인 무역 비중을 차지(2019년 95%)
-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임가공 분야*를 발굴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노동집약적인 단순제조업 위주로 발전
* 시계 등을 조립하는 산업에서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

- 한국과의 무역은 상업적 거래는 5.24조치 이후, 경제협력 프로젝트(금강산 관광, 개성공
단)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비상업적 거래는 햇볕정책 중단 이후 각각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경제 교류가 제한된 상황
ㅇ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 관련 자료, 농업 및 식량분야에 대한 평가 자료, 건강 및
영양상태 조사 자료 등을 제공
- 대북지원 관련 정보로는 UN의 금융추적서비스(FTS)가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지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원이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세계식량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문제로 농작물 수
확량이 소비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
- UNICEF의 건강 및 영양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에 처해 있으며,
33% 정도는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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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Kim Jong Un's Risky Economic Gambit”
출처: 38 North
저자: Jonathan Corrado(The Korea Socie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새로운 5개년 국가경제발전 계획에서 민간기업과의 관계 재정비, 자력
갱생(self-sufficiency), 경제에 대한 통제력 강화 등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되며 북한
경제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ㅇ 대북제재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역사적으
로 낮은 수준의 예산 수입 증가율(0.9%)로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우며 정부의 시장관리
방식도 민간 투자의 영향을 제한
- 대북제재로 인한 손실이 46~82억 달러(2020.3월 UN보고서), 외환보유액 감소분이 2017년
이후 연간 10억 달러, 무역적자가 2019년 기준 27억 달러로 나타남
- 2019년 말 인상된 판매대 수수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
면서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당국이 시장화로 발생한 이익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자본축적도 제한됨
ㅇ 김정은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여러 시장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변화의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되어 우려되는 상황
- 농업개혁으로 수확량의 더 많은 부분을 민간에 배분하는 한편, 기업소법 개정(2014)으
로 민간기업가의 국영기업 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생산 및 가격결정에 자율성을 부여
하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으로 개정(2019)
ㅇ 북한 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흥 상인세력인 돈
주*의 자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하려고 함
* 허가 및 감독권을 가진 관리와 후원 관계를 대가로 자율성을 허용받아 시장 활동을 하는데 큰 규모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짐

- 채권 발행 시도(2020.4월), 입당 희망자에 대한 충성 기금(loyalty funds) 증액 등의 방
법으로 현금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화 및 중국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가격상한제,
운영시간 축소 등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ㅇ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생산 과정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된 기업소법 개정(2020.11월)
으로 인해 생산기지*가 국가의 지도·검사·조세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지에서 작동
하던 시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소규모 유사국가기업으로 외국 무역회사들이 자율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감독을 피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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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출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21-12
저자: Suk-Jin Kim(통일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제재를 무
력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외화벌이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북한은 석탄 밀수출, 조업권 판매,
사이버 공격 등의 회피 수단을 이용해 왔으나 이로 인한 수입은 연간 수억 달러에
불과하여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엔 역부족
- UN 결의안 2371호(2017.8월)에 의해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밀수
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재 이전(연간 약 12억 달러)에 비해 규모가 크게 감소(2020년
기준 2억 달러 추정)

- UN 결의안 2397호(2017.12월)에 의해 조업권 판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제재 이전(연간 1.7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2018년 기준 1.2억 달러 추정)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획득한 금융자산은 2~3억 달러로 추정
되나 이를 사용 가능한 외화로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하더라도 복잡한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로 인해 실제 수입은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됨
ㅇ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 북한은 밀수입 등으로 대응했으나, 자본재
수입 금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남
- UN 결의안 2397호(2017.12월)로 금속·기계·운송장비(HS코드 72~89) 수입이 금지되고
원유·정제유 수입이 제한(각각 연간 400만 배럴, 50만 배럴)된 이후에도 밀수입을 통해
상당한 양의 정제유를 조달한 것으로 보임
-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을 볼
때 자본재 수입 금지가 투자 프로젝트 지연 등을 통해 실제 경제를 압박한 것으로
보임
ㅇ 대북제재의 결과 북한의 수출액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비제재 품목의 수입 및
밀수입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비제재 품목
의 수입까지 감소
* 수출액은 제재 이전 연도의 10% 수준으로 줄었으나, 수입액은 70% 정도 수준을 유지

- 제재가 지속된다면 무역이 재개되더라도 외화보유액 및 외화 수입 부족으로 인해
과거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3 -

⑭ “Kim Jong-un's Byungjin Policy: Support or Obstacle for Economic

Convergence on the Korean Peninsula?”
출처: Ordnungspolitische Diskurse, No. 2021-5
저자: Ralph M. Wrobel(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Zwickau)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북한의 병진 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
ㅇ 중국의 ‘흑묘백묘론’, 베트남의 ‘도이모이’에 나타난 실용주의적 개혁사상은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으나 북한의 이념은 경제개혁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
-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의 정당화,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정치권력의 안정, 무역 등에 대한 국가의 독점력 유지에 이용됨
ㅇ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병진노선 정책에 따라 미시적, 거시적, 대외적 측면에서
경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음
- 6·28 조치(2012) 및 5·30 조치(2014)를 통해 농업 및 산업 부문에 자율성을 부여하였
으나 2016년 이후 후속 개혁이 제한적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위한 법체계도 부재
- 달러라이제이션 용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분리, 전자결제카드 도입 등의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국가의 통제력이 여전한 상황
-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소규모 경제특구인 ‘경제개발지구’를 새로 지정하
였으나 UN 제재, 국제적 신뢰 부재, 자립경제 추구에 따른 제한적 개방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크지 않은 모습
ㅇ 사회주의 이념 지속 및 제한적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장마당과 돈주의 출현으로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어느 정도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
- 장마당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판매공간(매대)에 대한 수수료 징수로 전환되면서
장마당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고, 시장의 진화에 따라 비공식 노동시장도 등장
- 2014년 이후 민간투자가 일부 합법화되면서 돈주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며, 이들은
음식점·교통·사교육 등 서비스 부문과 건설,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활동
ㅇ 코로나19 여파로 체제 안정성이 약화된 가운데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 실용주의적
이념의 결여, UN 제재 지속 등으로 향후 보다 진전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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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A Review of the Ocean Economy of North Korea: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Fisheries Policy”
출처: Journal of Coastal Research
저자: Hui Kwon Jin, In Joo Yoon(Korea Maritime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수산업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경제가 양호할 때는
어업을 강조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는 양식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ㅇ 1956~2019년의 경제성장률과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북한 경제는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하고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포획 어업
(capture fishery)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석유와 기타 기계 부품에 대한 수요
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선이용률과 어업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부족한 생산
량을 보충하기 위해 양식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수산업 정책의 특징을 김일성 시대(1945~1994), 김정일 시대(1995~2011), 김정은 시대
(2012~)로 나눠서 살펴봄
- (김일성 시대) 1970년대 초 경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외채를 도입했으나 1974년 글
로벌 오일쇼크로 외채 상환이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으며 어업정책도 대
형 어선, 원양어업 중심에서 중소형 어선, 연안어업 중심으로 바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자도 갚지 못하여 파산 국가로 지정되는 등 외채 위기가 더
욱 심각해지자 바다양식업(mariculture)을 강조하며 전국에 약 300㎢의 양식장을 조
성하도록 명령함
-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연료가 부족해지자 어
업생산량이 급감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내륙 양식업(inland aquaculutre)을 강조하며
내륙 양식장의 대규모 건설과 수리를 명령하고 내륙 양식업을 군에 위탁하는 특단
의 조치를 취함
- (김정은 시대)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자 어선 어업에 대한 투
자가 확대되어 어업생산량이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2017년 이
후 대북제재로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정유제품 수입이 크게 제
약되면서 어선에 연료공급이 어려워지자 노동신문에 양식 관련 기사가 증가함
ㅇ 이처럼 북한의 경기 침체시 어업생산량 감소-양식업 강조, 경기 회복시 어업생산량
확대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향후 어업정책도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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