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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본고는 1955~2018년중 북한의 투자시계열을 구축하고 영구재고법으로 자
본스톡을 추계한 후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자본
스톡은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북한의 자본스톡은 1955년 이후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199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북한의 자
본스톡은 2018년 현재 1989년보다 24% 높은 수준이고, GDP의 3.9배로 선
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3배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
년 현재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1970~90년 평균 수준인 32%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하였
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진한 회복
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투입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생산성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
었다. 2017년 이후에는 제재 여파로 투입증가율이 더욱 낮아지고 생산성이 크
게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다. 한편 빈곤의 덫과 유휴자본의 특징을
보인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기반한 해로드
-도마 성장모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자본재 금수조치로 성장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 만큼 기업
소와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려면
인적 물적 자본 축적이 필수적인 만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대
외관계 개선 및 적극적 개방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본고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자산의 역사적 축적과정과의 비교, 디플레
이터 산출, 성장 추정에 사용되는 물량자료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의 자본스톡 추정은 북한의 여타 거시통계의 추정
개선 작업과 연계된 만큼 아직 미완성의 잠정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핵심 주제어: 북한, 자본스톡, 영구재고법, 성장요인분석, 자본생산성
JEL Classification Numbers: C82, O40, O53, P20

1

BOK 경제연구 제2020-24호

Ⅰ. 머리말
노동, 자본, 기술, 제도 등은 한 나라의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이
다. 많은 나라들은 이들 각각의 양적 증대나 질적 향상 또는 효율성 제고 등을 통
해 보다 나은 경제수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만약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
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면 한 나라의 기존 성장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
다. 북한당국이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
사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편적인 것에 그치거나 또는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은
북한연구자들이 늘 첫 번째로 직면하는 어려움인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연구하기 위해 필
요한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한 것이다. 추정된 자본스톡은 북한경제의 성장요인
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경제정책을 평가하거나 북한 개
발비용 추정이나 개발방안의 효과 추정에도 중요한 참고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스톡은 일국의 국부 수준 측정이나 고정자본소모 산출 또는 경
제성장요인 분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1) 많은 나라들이
이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은
어떤 면에서 북한의 거시통계를 재추정하고 재해석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장기 성장과 수출입 자료의 재구축, 고정자본 투자의 파악, 적
절한 디플레이터의 산출 등이 모두 자본스톡 추정과 연계된 것이다. 한편 이 논문
에서 추정한 자본스톡은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을 재조명하고자 새로이 추정작업을
진행중인 몇몇 연구들의 성과가 종합된 것이다. 수입자본재의 장기시계열은 김민
정․김다울(2020)의 추정치가 이용되었다.3) 1990년 이전의 북한산 자본재의 투자시
계열 추정은 해당 기간의 북한GDP 추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조태형․김민정(2020)
의 추정치가 사용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한 사례는 조동호(1993), 김석진(2002)이

1) 자본스톡 측정의 목적과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으로는 OECD (2009) 참조.
2) Hicks (1981)의 다음 언급과 같이 자본스톡은 그 자체로도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의 측정은 경제학자가 통계작성자에게 맡긴 가장 끔찍한 일 가운데 하나다(The measurement of
capital is one of the nastiest jobs that economists have set to statisticians.).”
3) 김민정·김다울(2020)은 현재 논문 심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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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 논문들4)은 대부분 김석진(2002)의 방법론을 단순
연장하여 자본스톡을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도 많은 부분에서 김석진
(2002)의 자료와 추정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다만 후속 연구자들은 김석진(2002)
의 추계치를 개선하고 연장하기 위해 1990년 이후 북한의 변화된 경제상황을 고려
하여 투자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이 추정한 북한의 자본스톡은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
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자본스톡 총량만을 추정한 데 반
해 이 논문은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시기별로 어떠한 자산이 주로 투자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자산별 고정투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제시하였
다. 건설투자의 경우 통상 건설업 산출액과 거의 일대일로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용
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을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추정에 반영하였
다. 지식자산 투자의 경우 직접추정하지는 않았지만 OECD (2009)와 EU KLEMS
(Timmer et al., 2007)를 따라 관련분야 인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추
정이 가능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셋째, 각 자산의 초기자본스톡이나 감가상각률 등
과 같이 자본스톡 추정에 필요한 여러 모수들을 제안하였다. 비록 이 논문에서 제
시된 모수들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향후 이 분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의 자본스
톡 계산오류를 교정하였다. 예를 들어, 김석진(2002)이나 Kim et al. (2007)의 경
우 명목투자 산출 → 영구재고법으로 명목 자본스톡 추계 →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실질 자본스톡 추계의 경로로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국제기준에
따라 명목투자 추정 →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실질투자 추정 → 영구재고법으로 실
질 자본스톡 추정 → 디플레이터로 명목 자본스톡 환산의 경로로 자본스톡을 추정
하였다. 그렇지만 본고 역시 김석진(2002)과 마찬가지로 디플레이터 추정의 난관
을 극복하지 못했다. 수입자본재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로 1990년 이전에 대해
서는 조태형․김민정(2020)이 추정한 GDP디플레이터로, 1990년 이후에 대해서는
독일의 제조업PPI로 대용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현재 북한의 고정자
산스톡은 GDP의 3.9배 정도로 추정되었다. 주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재생산가능

4) 조동호(2013), 신석하·김영준(2018) 등이 있으며, 기존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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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reproducible fixed capital)은 GDP의 3배 정도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자본계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모인 경제규모가 작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북한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북한경제의 저생산성을 나타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8년 현재 고정자산 가운데 건설자산의 대
GDP 비율은 358%, 설비자산의 해당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건설자산 및 설비
자산의 합계에서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현재 8% 정도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설비자산의 축적이 건설자산에 비해 상당히 부진했음을 의미한다.5) 셋째,
북한의 고정자산은 빠르게 축적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89년을 고점으로 감소하
였으며 이후 2000년대 들어 다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1990~98년의 경우 자본스톡도 해당 감속 성장률
정도의 자본손실(capital loss)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 2018년 현재의
자본스톡은 1989년에 비해 24% 정도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실제 자본
손실의 정도가 본고의 가정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자본스톡 수준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본고의 자본손실에 대
한 가정을 따를 경우 2018년 현재의 1인당 자본스톡은 1990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연계된 자본스톡은 실제 가동률이 고려된 자본을
의미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콥-더글라스 함수를 도입하여 북한의
성장함수를 추정한 후 노동과 GDP 시계열을 대입하여 자본스톡을 역으로 추정해
보았다. 1990년대의 감속 성장에 상응하는 자본스톡, 즉 일종의 가동률이 고려된
자본스톡을 사후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두 추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다섯째, 조태형·김민정(2020)의 성장률과 본고의 자본스톡 및 노동인
구의 증가율을 사용하여 성장회계를 시도한 결과,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성장이 정
체되거나 부진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50~60년대에는 투입요소 증
가에 기인하여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70~80년대에는 투입 증가율 둔화 및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경제성장이 부진했다. 1990년대에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심
각한 감속성장을 경험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투입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
되는 가운데 생산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었다. 2017년
이후에는 대북제재 여파로 투입증가율이 더욱 낮아지고,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여
5) 남한의 건설 및 설비자산 합계에 대한 설비자산의 비중은 1970~90년중 평균 32%였다. 2018년 현재는
15%로 나타난다.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4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도성장이 외
연적 성장에 기인한 것이고,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이 둔
화되었다는 김석진(2002), Kim et al. (2007) 등에서 해석한 북한의 성장패턴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여섯째,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는 빈곤의 덫과 유휴
자본의 특징을 보인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Barro and Sala-i-Martin (1995)에
설명된 대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기반한 해로드-도마 성장모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본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논문의 추정결과는 미시적인 추정결과와 비교를 통
해 그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자산의 경우 주택, 공장, 학교, 관공서
등 건물투자의 변화나 철도, 도로, 전력, 도시개발 등에 대한 연도별 미시정보를 통
한 추정과 비교된다면 그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성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플레이터로 사용할만한 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본스톡을 추정하려면 투자자료를 실질화해야
만 추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료의 일관성이 양호한 수출
입 자료를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
째, 현재의 경제성장률 추정에 사용되는 물량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량정보는 북한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자본스
톡을 추정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끝으로, 본고의 자본스톡 추정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작성중에 있는 잠
정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성장 추정치가 불완전한 것
이라 할 수 있는데 본고는 이를 주어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6) 앞으
로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보다 진전된 추정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자본스톡 추
정연구도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다. 김석진(2002)을 기본으로 하되 후속연구에서 어떠한 개
선을 이루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Ⅲ장은 자본스톡 추정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

6) 북한의 경제성장 추정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례를 예로 들면, 김병연
(2019)은 시장화 추세를 반영하면 김정은 시대 성장률이 연평균 1% 포인트 더 높을 가능성을 제시하였
고 양운철·장형수(2017)는 북한의 석탄생산량 추정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교정하면 김
정은 시대 성장률이 연평균 1% 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석진(2019)은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국영경제 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성장률이 연평균 2%포인
트 더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 김석진 박사께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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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북한 자료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전체 고정자산
을 건설자산, 설비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북한자료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자산별 및 총량기준의 자본스
톡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총량규모뿐만 아니라 대GDP 비율, 1인당 규모 등으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본스톡 추정치를 사용하여 성장요인분석을 시도하고, 북한의 경제성장경로를 이
론모형을 통해 설명해 보았다. Ⅴ장은 본 추정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
출하는 한편 본고의 한계와 후속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Ⅱ. 기존 연구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동호(1993), 김석진(2002) 등
이 있다. 조동호(1993)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에 기초하여 북한의 노동량과 자본량을 추정하였다. 자본스톡을 추정하기 위
해 필요한 투자액 자료는 북한의 예산지출 항목 가운데 기본건설투자액7)을 사용하
였다. 다만, 기본건설투자액 자료가 1960~65년, 1971~76년까지만 존재했기 때문
에 나머지 연도에 관해서는 보고된 자료에 기반하여 추정8)하였다. 초기 자본량은
1954년 남한과 북한의 자본-생산량 비율이 같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9)하였고,
감가상각률은 남한의 경우에 가정되는 5%를 부여10)하였다.
김석진(2002)은 조동호(1993)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예산자료를 사용하여 고정

7) 북한의 예산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사회문화비), 국
방에 대한 지출(국방비),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관리비)로 나뉘며, 인민경제비는 다시 기본건설투자
자금, 유동자금, 가격보조금, 공업·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본건설투자는 고정자산
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건 확장하기 위한 자금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투자와 비슷한 개
념으로 파악된다(조동호, 1993).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에, “기본건설투자에는 건설 및 조립작
업비, 설비비, 생산준비비, 비품비 및 기타 기본건설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기본건설투자는 건설투자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t기 GNP, t-1기 투자를 t기의 투자에 대해서 선형 회귀분석하였다.
9) 조동호(1993)는 1960년 이전의 GNP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추정 대상연도를 1960
년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초기자본스톡을 구하기 위한 1954년 북한의 GNP는 10억 북한원으로
가정했으며, 1954년 남한의 자본-산출 비율은 Pyo (1992)의 4.59를 사용하였다.
10) 북한의 감가상각률이 남한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함수에 관한 연구
와 비교할 때 폴란드는 5% (Terrell, 1992), 소련은 4.2% (Bergson, 1979)를 가정하고 있어 북한의
감가상각률 5% 가정이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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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계열을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의 예산수입(또는 지출)과 GNP 간 상관관계
가 매우 높을 것을 고려하여 예산지출 증가율과 GNP 증가율 간의 관계가 일정하
다는 가정하에 1954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의 명목 GNP를 새롭게 추정하였다.
1954~76년까지는 북한당국의 예산 및 결산자료에 대한 발표내용에 근거하여 기
본건설투자액을 집계하고 이를 명목 고정투자로 간주하였고, 1977년 이후에는 북
한 당국이 세부 예산항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건설투자액은 ‘인민경제
비와 국방비 합계액’의 50%를 차지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명목 고정투자 시계열
을 구축하였다. 초기연도인 1954년 북한의 자본량은 GNP의 7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Huang and Duncan (1997)이 1952년 중국의 자본계수를 0.6
으로 가정한 것과 북한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감가상각률은 조동호
(1993)와 마찬가지로 5%를 적용하였다. 김석진(2002)은 북한의 예산자료와 GNP
및 투자액 간의 관계를 도출하고 시계열을 보다 확장하여 1954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의 장기 성장률 및 자본량을 새롭게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의
자본스톡 추계방법은 후속연구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석진(2002)의 경우 자본스톡 추정과정에 계산상의 오류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11) 국제기준에 따르면 통상 자본스톡 추정은 명목투자 추정 → 디플레이터
를 적용한 실질투자 추정 → 영구재고법으로 실질 자본스톡 추정 → 디플레이터로
명목 자본스톡 환산의 경로로 진행된다. 그런데 김석진(2002)과 Kim et al.
(2007)의 경우 명목투자 산출 → 영구재고법으로 명목 자본스톡 추계 → 디플레이
터를 적용한 실질 자본스톡 추계의 경로로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계산상의 오류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1954~89년은 김석진(2002)의 자본스톡 시계열을 이용하였으
며 1990년 이후는 일정한 가정을 통해 시계열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조동호(2013)는 1965~89년까지는 김석진(2002)의 추정결과를 이용하고
1990~2012년은 새로운 추정치로 연장하였다. 1990년 자본스톡은 1985~89년중
자본량의 평균 증가율인 8.9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전체
예산의 30%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로 지출되고, 2000년대에는 그 비중이 20%
로 축소하였다는 가정을 부여하여 투자액을 추정하였다. 한편 Kim et al. (2007)
은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낮으며 이는
북한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분석에 필요한 자료
11) 이는 정승호 인천대 교수의 연구 (Jung, 2016) 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사항이었다. 김석진 박사는
본고에 대해 코멘트하면서 자신의 계산상 오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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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석진(2002)을 사용하였다. 다만, 1954년 자본계수를 김석진(2002)의 0.7에
서 0.6으로 수정하여 재계산하였다. 신석하·김영준(2018)은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개성공단 운영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생산투입요소인 자
본은 김석진(2002)의 시계열을 연장하여 추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70~89
년까지는 김석진(2002)에서 추계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990년 이후는 북한의
투자가 정부예산의 20%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여 자본
스톡 시계열을 연장하였다.
한편, 홍순직(2010)과 이헌영(2017)은 1990~98년의 경제 침체기에는 북한에
신규 자본투자가 없이 감가상각만 발생하였고, 1999년 이후의 회복기에는 감가상
각만큼만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부여하여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Jung (2016)은 1970~2012년까지 북한의 대중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장기균형관
계를 분석하였으며, 북중무역과 투자가 북한 장기 경제성장의 중요 결정요인이라
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는 북한의 투자액을 산출하기 위해 1970~89년까지는 북한
의 예산자료에서 ‘기본건설투자액’을 사용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예산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자료에 기반한 투자액 추정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자본재 수입량을 사용하였다.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1990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
부분의 연구가 김석진(2002)의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1990년 이후는 각기 다른 가
정하에 투자시계열을 구축하여 북한의 자본량을 추정하였다. 때문에 1990년 이후
의 자본스톡 추정은 이 기간의 투자시계열을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주요변수라고
할 수 있다.12)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방법은 북한 예산지출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
거나 중국의 자본재수입에 주목하는 방법 등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북한의 예산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자료를 통해 북한의 투자액을 추정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또한 북한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충당하
는 외에도 국내에서 생산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13)

12) 물론, 북한원화로 표시된 실질 자본스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액 이외에 디플레이터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13)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이는 수입산 자본재로 파악되지 않으며 북한
산 자본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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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 자본스톡 추정 관련 기존연구
추정기간

추정방법 및 가설설정

주요결과

1965~1990년

·1954년 남북한 자본-생산량 비율 동일
·1960~65년, 71~76년 기본건설투자액을
기반으로 전 기간의 투자액을 추정
·감가상각률 5%

(1985년 기준연도)
·자본스톡: 94억북한원
(‘65년), 1,751억북한원
(‘90년)

김석진
(2002)

1954~1989년

·1953년 자본계수: 0.7
·감가상각률 5%
·투자: 기본건설투자 사용, 1977년 이후
‘인민경제비+국방비’ 50% 적용

(명목 자본스톡)
·941백만북한원(‘54년),
109,324백만북한원(‘89년)

Kim et
al.
(2007)

1954~1989년

·김석진(2002)과 투자시계열 및
감가상각률 동일하되,
1954년 자본계수 0.6 적용

(자본량 연평균 증감율)
·‘54~‘60년: 12.6~13.0%
·‘60~‘89년: 6.8~8.0%

1954~2008년

·‘54~‘89년: 김석진(02)
·‘90~‘98년: 신규자본투자=0
·‘99~‘08년: 감가상각률(5%)만큼 회복

·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북한경제 구조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본생산성 하락을 지목

1990~2012년

·1990년 초기값: ‘85~‘89년 자본량
(김석진, 2002) 증가율 8.95% 적용
·감가상각률 5%
·투자: ‘90년대 전체 예산의 30%,
‘00년 이후 20%

(2005년 기준연도)
·자본스톡: 976억달러
(‘90년), 12,951억달러
(‘12년)

Jung
(2016)1)

1970~2012년

·투자: 기본건설투자액(‘70~‘89),
중국 자본재 수입액(‘90~‘12)
·디플레이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이헌영
(2017)

1970~2016년

신석하·
김영준
(2018)

1970~2016년

조동호
(1993)

홍순직
(2010)

조동호
(2013)

·‘79~‘89년: 김석진(02)
·‘90~‘98년: 신규자본투자=0
·‘99~‘16년: 감가상각률(5%)만큼 투자
·‘79~‘89년: 김석진(02)
·‘90년 이후 정부예산의 20%로 투자
시계열 연장

·대중수출입, 투자(자본재
수입)는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성장의 중요 요인임을
검증
·1970~2016년 북한경제의
자본소득분배율 0.3413
으로 추정
·2016년 북한의 자본
스톡은 남한의 1.4%

주: 1) 북한 경제성장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로 성장모형의 주요변수로서 투자를 추정하였지만 자본스톡을
직접적으로 추계한 것은 아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990년 이후 북한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시계열의 추
정방법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 등을 감안하여 북한의 장기 투자시계열을 새롭게 추정하고 이를 토
대로 1955년부터 2018년까지의 북한의 자본스톡 추계를 시도하였다. 또한 2019
년 이후에 대해서도 자본스톡 시계열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정방법을 명확하게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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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방법론
1. 영구재고법 및 정률법 연령-가격함수 적용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직접조사법, 간접추계법
및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이 있다. 직접조사법(direct survey method)은 국부조사
(national wealth survey)처럼 대규모 조사를 통해 자본스톡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14) 간접추계법(indirect estimation method)은 직접적인 조사 대신에 국민
소득통계에서 작성된 고정자본형성 자료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정자본형성 자료를 기초통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계
정통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추계법에는 영구재고법이 있다(한국은행, 2014).
영구재고법(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여기서는
고정자본형성을 의미함)을 누적하되 자산의 폐기, 효율감소 및 감가상각을 보정하
여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구재고법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추계대상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시계열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연령증가에 따른 폐기확률 및 효율패턴 등과 같은 모수들이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한국은행(2014), OECD (2009)).
한편 영구재고법 내에서도 자산의 연령증가에 따른 가격변화 패턴이라 할 수 있
는 연령-가격함수(age-price profi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액법, 정률
법, 효율현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정액법(linear model)은 개별 자산의 가
격이 선형으로, 즉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률법
(geometric model)은 개별자산의 가격이 매년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는 경우이다.
효율현가법(PVE; present value of efficiency model)은「OECD 자본측정매뉴
얼」에서 일반법(general model)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별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효
율 패턴을 반영하여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16) 그런데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14) 이 방법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경제 내의 모든 주체들을 대상으로 특정시점의 자산 규모를 상세
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조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시로 실
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남한의 국부통계조사가 10년 단위(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로
실시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15) 이들 세 가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16)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현가법은 정액법의 일반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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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현가법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엄밀한 방법이기는 하나 자본스톡 추정을 위해서
는 다양한 모수(parameters)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이에 반해 정률법
은 자산의 내용연수만 있다면 자본스톡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정액법, 효율현가법 및 정률법에서 요구되는 모수 비교
주요 모수

정액법

정률법

효율현가법

자산 내용연수

○

○

○

연령-폐기분포

△

×

○

연령-효율함수

×

×

○

할인률

×

×

○

연령-가격함수

○

○

○

주: ○는 반드시 필요, △는 경우에 따라 필요, X는 불필요를 의미함.

본고는 정률법 기준의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우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므로 적은 정보로도 자본스톡 추정이 가능
한 방안을 사용하자는 데 따른 선택이었다.

2. 북한 자본스톡 추정에 필요한 정보
정률법 기준의 영구재고법은 식 (1)과 같은 자본스톡(K)-투자플로(I) 항등식
에 의거하여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당기의 기말시점 자본스톡(   )은
전기말 자본스톡(    )에다 당기 투자(  )를 더한 데서 당기중 발생한 감가상각
( ×      ×  )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기말 자본스톡(   )을 추정
하려면   기말 자본스톡(    ), 당기 투자(  ) 및 감가상각률()이 필요한 것이
다. 여기서  는 기말시점을 의미한다.

      ×        × 

(1)

17) 유로통계청과 OECD의 서베이에 따르면 (Eurostat and OECD, 2015), 조사에 응한 32개국 가운데
대다수 나라가 영구재고법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액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률법이 사용되었다. 효율현가법(general approach)의 경우 한국과
호주가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 생산성 측정의 선구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노동통계
국(BLS)은 효율현가법을 사용하는 최초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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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기 투자(  )의 경우 가능하다면 추정대상 자산별로 장기간의 시계열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 공장, 공공시설, 도로, 철도와 같은 건설자산에 특별히 해당
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이들 자산의 평균수명이 50년이라면, 정규분포 형태의
폐기를 가정할 경우 적어도 100년 정도의 투자시계열이 있어야만 자본스톡을 제대
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기중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려면 추계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률()이
필요하다. 자본스톡(   )과 투자(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첨자 가 있지만 감가
상각률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감가상각률이 시간(또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
일하다는 것을 가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가상각률은 통상 중고자산시장에서
의 연령별 가격변화를 통해 직접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18), 잔액체감률법(δ
=DBR/T)과 같이 내용연수(  )와 잔액체감률(  ; declining balance rate)을 이
용하여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끝으로, 식 (1)은 매기에 전기말 자본스톡(    )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는 무한한 과거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과거시점에서 그 값
을 사전에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초기자본스톡(   )이라고 한다.

3. 자산분류, 감가상각률 및 초기자본스톡
[추정대상 고정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자산]
김석진(2002) 등 기존의 연구에서는 총량수준에서만 자본스톡을 추정하였고 보
다 세분화된 자산단위에서 자본스톡을 추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대상 고정자산을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자
산19)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가능한 한 국민계정통계 작성의
국제적 기준인 2008 SNA20)에서 분류한 고정자산 분류기준에 맞추어 북한의 자본
스톡을 추정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은 필요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지식자산을 추정하지는 못했다. 또한, 대분류의 세 가지 자산 내에도 다양한 하위

18) 이러한 사례로는 Hulten and Wykoff (1981) 참조.
19) 지식자산은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지식재산생산물을 약칭한 것으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광물
탐사, 창작물 등이 포함된다.
20)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경제통계,
즉 국민소득, 국부, 국제수지, 자금순환, 투입산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국제기준이며, 1953년에 처
음 확정된 이래 세 차례 개정(1968년, 1993년, 2008년)되었으며 2008년에 개정된 2008SNA가 현
재의 국제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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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하위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울
러 이 논문의 추정대상은 협의의 고정자본에 국한되었고, 재고자산이나 토지, 지
하자원, 입목 등의 비생산자산은 추정하지 않았다.21) 그런데 <표 3>에 나타난 대
로 젖소 과수 등의 육성자산은 확실히 북한의 기본건설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이며, 군사용 무기가 기본건설투자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표 3>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대상자산 분류 및 해당자산의 세부내역
자산분류
세부자산
내역

건설자산
‧ 주택, 공장, 관공서 등
건물
‧ 철도, 도로 등 SOC
‧ 전력시설, 상하수도 등

설비자산
‧ 기차, 자동차 등 운수장비
‧ 일반기계, 공작기계,
전기전자기기 등 기계류
‧ 군사용 무기
‧ 젖소, 과수 등 육성자산

지식자산
‧
‧
‧
‧

연구개발
S/W
광물탐사
창작물(도서, 음반,
영화, 드라마 등)

자료: EC et al. (2008) 참조.

[자산별 감가상각률() 추정]
자본스톡 추정에 사용되는 자산별 감가상각률은 잔액체감률법으로 계산하였다.
잔액체감률법은

내용연수(  )와

잔액체감률(  )을

이용하여

감가상각률(δ

=DBR/T)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우선 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건설자산
40년, 설비자산 15년, 지식자산 10년으로 가정하였다.22) 건설자산의 경우 북한의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 구조물의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다소
짧은 40년을 가정하였다. 설비자산의 경우 15년을 적용하였는데 북한에서 기계나
운송장비가 대단히 귀중한 자산이라 통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설비가 신품이라기보다는 중고품일 가능성이 높고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게 적용하였다. 지식자산은 통상
OECD 국가에서 적용하는 수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각 자산의 잔액체감률은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에서 파악된 정보를 그
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 4>와 같이 건설자산 1.32, 설비자산 2.02, 지식

21)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자산(asset)을 생산수단이자 가치저장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크게 금
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은 다시 인간에 의해 생산
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된다. 생산자산(produced assets)은 고정
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은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으로 분류된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EC et al. (2008) 또는 한국은행(2014) 참조.
22) OECD 몇몇 회원국이 자본스톡 추계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OECD (200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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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62가 각각 적용되었다.23) 이는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에서 2006~2015년중
평균값으로 도출된 것이다.
<표 4>에는 내용연수를 잔액체감률로 나누어 계산된 자산별 감가상각률을 제
시하고 있다. 각 자산의 감가상각률로 건설자산 3.30%, 설비자산 13.47%, 지식자
산 16.20%로 각각 추정되었다. 그런데 자산별로 감가상각률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총량수준에서 적용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
서 자산별로 각기 다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였지만 1956~2018년중 전체자산에
대한 평균 감가상각률은 4.8%로 나타나 김석진(2002)이 적용한 5%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또한 시기별로 보면, 1956~1989년은 5.2%, 1990~2018년은 4.3%로
나타났다.
<표 4> 잔액체감률을 이용한 자산별 감가상각률 추정
자산분류
내용연수(T)

건설자산
40

설비자산
15

지식자산
10

잔액체감률(DBR)

1.32

2.02

1.62

감가상각률(δ)

3.30%

13.47%

16.20%

자료: 저자의 가정

[초기자본스톡(   ) 추정]
이 논문은 1955년 이후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1995년
말 기준으로 초기자본스톡(   )을 부여하였다. OECD (2009)에 의하면 투자 통계
가 미비한 나라들에 대한 초기 자본스톡 추계치의 추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소
개하고 있다. Kohli (1982)와 같이 초기시점( ) 이전 수년간의 실질투자(감가상각
차감)를 누적하여 근사치로 계산할 수도 있고, Dadkhah and Zahedi (1986)나
Pyo (2008)와 같이 산출액과 투자를 연계하는 산식을 설정한 후 이를 계량경제학
적 탐색기법(search technique)을 적용함으로써 계산하는 방식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Kohli (1982)가 제시한 방법으로 초기시점( )
이전 수년간의 실질투자를 누적하여 초기자본스톡을 근사치로 계산하는 것이다.

23) 잔액체감률은 통상 수명의 역수(1/T)의 몇 배 속도로 가치가 하락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연령이 평균 내용연수에 도달했을 때 그 잔존가치가 최초 가치의 10%라면 대체
로 잔액체감률이 2인 경우에 해당하고, 잔존가치가 25%라면 잔액체감률이 1.3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잔존가치가 1%에 불과하다면 잔액체감률은 4 정도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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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하분포적 연령-효율 곡선을 가정하는 경우, 초기 기준연도( )의 생산적
(또는 순) 자본스톡은 식 (2)와 같이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된 투자의 누적분으로
계산된다.



  ≈ 

  

   

  

    

  

 

(2)

투자량의 실질투자 장기성장률에 대해서도 타당한 가정을 도입해야 하는데, 가
장 간단한 방법은 실질투자 성장률을 실증적 추계치가 존재하는 GDP의 실질성장
률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대안적 추계방법은 실질투자의 log값을 초기
자본스톡 이후의 기간에 대한 시간변수(T)에 회귀하여 계수( )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 가정하에 이를 식 (2)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 (3)이 도출
된다. 식 (3)을 통해 초기시점( )에서의 투자지출 수준과 장기간 투자 또는 GDP
성장에 관한 계수 및 감가상각 계수 등을 이용하여 초기자본스톡을 추계할 수 있
다.



  

   



  



  

  

   

  

 

                 

(3)

      



     
두 번째로 OECD (2009)에서는 Pyo (2008)를 인용한 초기자본스톡의 간접추
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은 Dadkhah and Zahedi (1986)의 방법을 따라
Cobb-Douglas 집계 생산함수를 자본스톡(K)-투자플로(I) 항등식에 연결하여 추
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관계식을 결합하는 방법은 현재의 생산
(Output)의 과거 시차 변수들과 현재의 투자액 및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식으로
유도된다. 이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집계 생산함수의 계수들과 감가
상각률을 동차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Dadkhah and Zahedi (1986)는 또 하나
의 대안적 방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방법론은 노동투입 자료가 없는 경우 자본
이 생산의 제약적 요소(Constraining Factor)라는 가정을 도입하여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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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가정은 선진국보다는 장기적인 노동투입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우에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이다.
Pyo (2008)에서는 Dadkhah and Zahedi (1986)의 방법과 Kohli (1982)의 방법
을 변용하여 11개 신흥개발도상국의 자본스톡을 추계한 바 있다. 추계결과를 보면
절반의 경우 위 두 방법론이 굉장히 근접한 추계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절
반의 나라의 경우 위 두 방법론이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이는 추계치를 생성한다.
따라서 OECD (2009)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초기자본스톡
을 추계함으로써 추계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비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과정에서 파악된 결과를 단순히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 5>와 같이 건설자산의 초기스톡은 1955년말 기준 당년도 GDP의
120%, 설비자산은 30%, 지식자산은 1%가 각각 부여되었다. 195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우선 6.25전쟁에 의한 대규모 자산손실이 상당부분 회복된 시점이라는 점
이 고려되었다. 또한 통계청(1998)에 나타난 대로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
산이 각각 65달러, 66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표 5> 자산별 초기자본스톡 부여
자산분류
1955년말 기준
초기스톡(K0)/GDP 비율(%)

건설자산
120%

설비자산
30%

지식자산
1%

자료: 한국 사례를 토대로 저자의 가정

4. 투자시계열(It) 구축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수들 외에도 자산별로 매년 투
자(고정자본형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투자 자료는 명목기준 시계열
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디플레이터를 추정하는 것 자체
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논문은 ① 1990년을 기준연도로 설
정한 다음 우선 1990년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추정하고, ② 건설투자와 설비투
자 각각의 실질 투자증가율을 산출한 다음, ③ 이 증가율을 적용하여 1990년 이전
및 이후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실질투자 시계열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1990년
을 기준연도로 설정한다는 것은 이 해의 명목GDP와 실질GDP가 동일하고 명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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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투자와 실질기준 투자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연도인 1990
년의 건설 및 설비투자 총액은 김석진(2002)의 방법을 참조하여 추정하였다. 즉,
1990년의 건설 및 설비투자 총액이 북한의 재정지출에서 인민경제비24)와 군사
비25)의 50%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다.26)
한편 투자시계열 추정결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고의 고정자산
명목투자는 대체로 김석진(2002)의 투자시계열과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1955~76년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1977~89년은 동일한 값으로 조정하
였다. 즉, 본고에서는 김석진(2002)이 구축한 투자시계열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한 것이다.27)
이와 함께 수입자본재의 실질화를 위해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원칙적으
로 수입자본재에 적합한 디플레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실질 자본재수입을 추정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고 또한 기존 연구가 가진 디플레이터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1990년 이전 GDP디플레이터는 김석진(2002)에서 추정된 명목GDP
를 조태형·김민정(2020)에서 추정된 GDP성장률 및 이로써 계산된 실질GDP로 나
누어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1990년 이후의 수입자본재를 실질화하기 위한 디플레
이터도 추가로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1955~90년중 북한에 대해 추정된 GDP디플레
이터와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독일의 제조업 생산자가격지수로 대용하였다.28)

24) 북한의 재정지출 항목은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비 등 4가지로 구분되어왔다.
이중 인민경제비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확대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항목으로 기본건설자금공
급, 대보수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인민경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25) 군사비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출 항목으로 국방공업발전,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및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등에 지출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명확히 밝
혀지지 않고 있다.
26) 인민경제비와 군사비의 합계액 대비로 북한의 기본건설투자는 1971년 41.6%에서 1976년 65.1%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김석진(2002)은 외채문제로 자본재 도입이 어려워지는 데다 경제상황도 악화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1977년 이후의 동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50%가
1990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27) 1977~89년의 경우 본고의 명목 고정투자 시계열은 김석진(2002)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이는 건설
투자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기초자료인 시멘트생산량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1955~76년에는 조정 후의 시멘트생산량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김석진
(2002)과 일치시키지 않고 원래의 추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28) 1955~90년 기간에 대해 추정된 북한의 GDP디플레이터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독일의 제조
업PPI는 0.992, 미국의 제조업PPI는 0.987, 일본의 제조업PPI는 0.943, 한국의 제조업PPI는
0.977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엄밀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 간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현상이 내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서
독으로부터 기계장치, 운송장비 등을 많이 수입했다는 것은 선행연구(Choi, 1992, p.270; Kim,
1994, p.194)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중국이지만 자본재에 대해서
는 중국보다는 독일의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가 보다 적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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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의 추정된 GDP디플레이터 및 주요국의 제조업PPI

자료: 저자의 추정치

[실질 건설투자 시계열]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업 산출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설수주를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건물건설이나 토목건설을 통해 산출액(매출액)을 발생시키
는데 이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이나 토목시설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
이다.29) 따라서 건설투자를 추정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건설업 산출액을 추정하
는 것이 된다.
한편 기 건설업 부가가치액(   )과 기 건설업 부가가치율(  )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식 (4)와 같이 기 건설업 산출액(   )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인 1990년의 건설투자는 해당연도 건설업 GDP에다 부
가가치율 50%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오랫동안 사회주의계획경제체
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만큼 시장경제에서 관측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데 무
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련의 사례를 참고하여 50%로 가
정하였다. Becker (1972)에 제시된 소련의 건설업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에다 감가상각30)을 더한 금액을 건설업 사회총생산(Gross Social

29) 이 사실은 남한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로 계산해 보면 1970년 이
후 2016년까지 건설업산출액과 건설투자의 상관계수는 거의 1.0으로 나타난다.
30) 사회총생산의 5%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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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소련의 건설업 부가가치율은 1958~68년중 평균
49.2%로 계산되었다. 또한 건설업 부가가치율이 매년 조금씩 변동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고려할 정보가 없어 모든 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부여하
였음을 밝힌다.

         
          

(4)

(단,           )

이와 함께, 건설업 산출액의 1990년 이전 시계열은 조태형‧김민정(2020)을 따라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 증가율로 소급연장하였다.31) 이는 남한의 경우 1970~90년
중 건설투자와 시멘트 생산량의 상관계수가 0.992로 대단히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다. 1990년 이후 시계열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건설업 GDP 성장률
을 적용하였다. 1990년 이전 시멘트 생산량의 경우 여러 연도에서 자료가 누락되
어 있는데 이들 연도에 대해서는 선형보간하거나 일정한 성장률로 보간하는 방식
으로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실질 설비투자 시계열]
설비투자의 경우 상품흐름법에 착안하여 그 투자시계열을 추정하였다. 즉, 한 나
라에서 어떤 자본재의 총공급은 국내에서 생산(     )되거나 수입(     )을 통
해 이루어지며 이렇게 공급된 자본재는 국내에서 소비(     ) 또는 투자(    )
되거나 해외로 수출(     )되면서 총수요를 구성한다. 그런데 통상 자본재의 국
내소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정렬하면 자본재에 대
한 투자는 식 (5)와 같이 국내생산과 순수입을 더한 것에 근사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본재의 국내생산과 순수입에 대한 시계열을 알 수 있다면 각각의 시계열을
더하여 설비투자 전체의 시계열을 구할 수 있다. 기준연도인 1990년 설비투자액은
1990년의 건설 및 설비투자 총액(인민경제비와 군사비의 50%)에서 앞서 추정한
1990년 건설투자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31) 이 논문에서 사용된 1990년 이전 시멘트 생산량은 조태형·김민정(2020)의 당초 추정치에서 일부
수정, 보완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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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품흐름법으로 파악한 식 (5)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국산자본재 투자와 순수입
자본재를 더하여 추정된다.32) 국산자본재는 기본적으로 기계 및 운수장비 제조업
의 생산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90년 이전의 경우 조태형‧
김민정(2020)에서 추정한 중화학공업 성장률을 적용하여 국산자본재의 과거시계
열을 구하였고 1990년 이후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중화학공업 GDP 성장률로 연장
하였다. 아울러 자본재 순수입은 Choi (1992),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UN Comtrade 등을 참고하여 김민정‧김다울(2020)이 새로이 추정한 자본재 순수
입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는 1990년 이전의 경우
조태형‧김민정(2020)이 추정한 북한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고33) 1990년
이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독일의 제조업PPI를 사용하였다. <표 6>은 건설자산 및
설비자산의 실질투자시계열을 어떻게 추정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표 6> 자산별 실질 투자시계열 구축
투자분류

건설 및 설비투자

1955~
1989년

건설투자+설비투자

1990년
(기준연도)

인민경제비와
군사비 합계의 50% 가정
* 김석진(2002) 방법
이용

1991~
2018년

건설투자+설비투자

건설투자

설비투자

시멘트 생산량
증가율로 과거
시계열 소급 추정

순수입자본재 실질화
+1990년 국산 자본재
/중화학공업GDP 성장

1990년 건설업 GDP
/ 부가가치율(=0.5)
건설업GDP
성장률로 시계열
연장

건설 및 설비투자에서
건설투자 차감
순수입자본재 실질화
+1990년 국산 자본재
×중화학공업GDP 성장

32) 저자들은 김석진(2002)의 방식과 같이 기본건설투자 총액을 추정한 후 건설투자를 차감하여 설비
투자를 추정하는 방법도 강구하였으나 1960년 전후로 설비투자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33) 물론 이 가정에는 북한의 물가변동이 환율변동에 정확히 반영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달러기준
자본재 수입금액을 북한 원화로 실질화하려면 우선 환율을 곱하여 북한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 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환율변동은 북한의 국내물가 변화와 해외물가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물가변화가 환율에 정확히 반영된다면 수입자본재 디플레
이터는 해당 자본재를 북한에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가격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독일의
제조업 PPI가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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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지식자산투자 시계열]
지식자산에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광물탐사 및 창작물이 포함된다. 이들 자산
에 대한 투자시계열은 기본적으로 개별 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나 광물탐사와 같이 지출비용이 명확한 경우는 해당 지
출비용을 투자로 간주한다. 연구개발이나 창작물의 경우 연구 또는 제작 인력에 대
한 인건비와 소요되는 건물이나 장비 등에 대한 추정 임대료의 합계가 투자액으로
간주될 것이다. 비록 자료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지식자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규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인건비와 비교하는 방식
을 통해 개략적인 지식자산투자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인건
비가 실질화된 것이라면 지식자산투자도 강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
질개념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결과
1. 투자시계열
자본스톡 추정 방법으로 정률법 기준의 영구재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투
자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건설자산, 설비자산을
구분하여 자산별 고정투자34)를 산출하였고, 1990년 가격 기준으로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장기 실질투자시계열을 구축하였다. 이하의 설명은 1990년 가
격으로 평가된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 추정결과 북한의 고정자산 투자는 195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약 14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
소하여 1998년에는 56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북한의 고정자산
투자가 다시 증가로 돌아서 2016년에는 그 규모가 126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의 투자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북제재로 주요 수
출품의 판로가 막히고 자본재 수입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고
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 현재 북한의 고정자산 총 투자규모는
10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34) 국민계정체계에서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모두 합산하면 총고정투자가 되며,
여기에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을 더하면 총투자가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 추정한 투자시계열
은 지식재산생산물 및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을 고려하지 않은 총고정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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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모두 1955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구소련 및 동구권 사회
주의 국가의 붕괴,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던 1990년대 후반까지 고정자산
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투자액은 1960년대 연
평균 43억원이었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연평균 실질투자액이 각각 58억
원, 8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1990년 이전의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 추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살림집 건설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35), 김
일성 주석의 70회 생일(1982.4.15.) 및 1989년 7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전
후하여 대규모 공공건물 건설이 활발히 전개된 점36), 1960~70년대 북한의 철도를
복구하고 신설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37) 등의 배경과 일맥상통한 것
으로 판단되다. 그러나 1990년 104억원이던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는 1998년 43억
원으로 8년만에 58%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설비투자는 1970년 이전까
지 연평균 실질투자액이 16억원이었는데 1970년 이후 점차 증대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실질투자액이 45억원을 나타내었다. 1975년 이후 감소하였던 북한의
설비투자는 1980년대에 다시 증가하여 1989년 실질투자액이 41억원으로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증대되어 2016년 북한의 자산별 실질투자액은 각각 98억원과 28억원으로 추
정되었다.38)
북한의 고정자산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975년 21.8%를 고점39)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21.3%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적인 수준이 20.2%로 198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GDP 대비 투자비율이 평균 21.6%로 1980년대 중반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고에서는 김석진(2002)에서 추정된 북한의
명목GDP와 고정투자 시계열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 이전의
경우 고정자산투자의 대GDP 비율은 그의 분석과 대체로 일치한다.

35)
36)
37)
38)
39)

최상희 외(2015), 12쪽 참조.
주강현(1994), 275~342쪽 참조.
김두얼(2019), 33~37쪽 참조.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자산별 고정투자 추정치는 <부록 A1>을 참조.
1975년 이후 대외교역 악화로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총투자 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1980년 이후
반등하여 1990년 고정투자의 대GDP 비율이 23.3%를 기록하였다. 이후 급속한 경제악화와 더불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감소되어 총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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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산별 실질 투자시계열
(실질투자액)

(GDP 대비 투자 비율)

자료: 저자 추정

세부 자산별로 대GDP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투자의 해당 비율은
1960~79년까지 13.2%로 일정수준에서 움직이다가 1980년대 14.8%로 높아졌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1999년 10.9%까지 낮아졌던 해당 비율은 2000년대
이후 다소 회복되어 2006년부터 최근까지는 연평균 16.8%를 나타내었다. 설비투
자의 대GDP 비율은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급증했던 1975년 9.5%를 차지하며 고
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1999년 3.1%에 그쳤고 이
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0~16년까지 연평균 5.2%를 보였다. 최근에는 대북제재
의 여파로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에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설비투자 비율이 다시
낮아졌으며, 2018년 현재 3.5%로 추정된다.
북한의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 수입분과 국내 생산분의 합계로 산출된
다.40) <그림 3>과 같이 설비투자를 해외분과 국내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수입을 통한 실질 투자액이 11억원(1955~59년 연평균)으로
전체 설비투자액의 74%를 차지하며 국내 생산·투자 수준보다 높았다. 그러나 북
한의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라 국내 생산을 위한 실질투자가 1960년대 11억원에서

40) 미달러표시 순수입 자료를 북한원화로 전환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의 무역환율을 사용하였다.
다만,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공식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북한원화 표시 순
수입이 종전보다 상승하며 그 전 기간과 단절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2002년 이후에는
2001년의 무역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경우 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서 본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북한 환율의 장기시계열
자료가 확보된다면, 본고의 추정결과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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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1980년대 국내 생산·투자가
북한의 총 설비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나타났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
었던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는 국내의 생산·투자액이 연평균 15억원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해외 수입분은 2000년대에는 연평균 5억원이었으
나, 2010~ 2016년중 연평균 1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설비투자 내역별 실질투자액

주: 1) 순수입자료는 김민정·김다울(2020)의 자본재 순수입자료에 90년 이전은 GDP
디플레이터(조태형·김민정, 2020), 90년 이후는 독일제조업 PPI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2) 중공업 성장은 조태형·김민정(2020)의 중공업 성장률을 사용

해외수입 및 국내생산을 통한 북한 설비투자의 추세는 북한의 대외교역 환경변
화 및 북한의 중공업 성장과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 먼저 북한의 대외교역 환경변
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서독,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을
통해 자본재 수입이 증대하였지만, 1975년 이후 무역대금 결제 연체41) 등의 문제
로 선진국과의 교역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5년 구소련과의 무역·경
제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북한의 자본재 수입은 다시 증
가할 수 있었다.42) 2010년 이후에는 북한의 광물수출 급증에 따라 광산장비 및 운
41) 신지호(2000)는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증대하여 무역적자가 커진 상황에서
오일쇼크로 인한 서방국가의 경기침체로 종전까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북한의 무역적자는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비철금속에 대한 국제
시장가격이 폭락했던데 반해 수입품인 기계류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1974년 여름 이후 북한은
무역대금을 제 때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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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차량 등의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대하였다(김병연 외, 2020).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교역 여건의 변화는 1974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다
시 회복세를 보이고 2010년 이후에 크게 증대했던 설비투자 해외수입분 추세와 그
맥을 같이한다. 한편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공업 우선정책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중공업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특히, 북한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였는데, 1980년대 초에는 부족한 공장기계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공장기계새끼치기운동’43)을 벌려 필요한 공작기계들을 자체로 생산
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2010)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대형기계
를 생산하는 한편 공작기계의 다종화를 추진하여 국내 공급뿐 아니라 수출도 부분
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하고 있다.44) 이렇듯 중공업 부문의 높은 투
자는 1980년대까지 북한 설비자산에 대한 국내 생산분 증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공업 중심의 성장45)은 북한의 산업간 불균형46)을 야기하
였고 1970년대 이후 중공업 성장률 둔화와 북한경제 침체를 초래47)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기초자료가 제한적이고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 자본스톡 추정치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스톡 추계시 주요자료인 투자시계열 추정치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자본스톡을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인 김석진

42) Eberstadt (1998)는 북한이 1984년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을 채택하고 1985년에는 소련과 경제협
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1986~1990년 사이의 자본재 수입 증대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자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3) 북한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에서 기본과
제 외에 한 대 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게 한 전 인민적 운동이다(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44) 1980년대 중반에는 NC(수치제어) 공작기계 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범용공작기계부문에서 6천톤 프레스와 대형선반 20대 등 대형기계를 생산하였다.
45) 조태형·김민정(2020)에 의하면 북한의 중화학공업 성장률은 1960년대까지 17.3%로 매우 높았으
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각각 5.8%, 3.4%로 주춤하였다. 고토(1981)에 의하면 중공업에 해
당되는 생산재 공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57~1966년 사이에 22.7%였으며, 1970년대에는 7.9%로
감소하였다. 조태형·김민정(2020)의 1956~1966년까지 북한 중화학공업 성장률은 20.6%로 추정
되어 고토(1981)의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 중공업과 그 외 산업 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기계공업 부문 안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기계공업 부문 중에서도 공작기계공업이나 광산 및 건설기계공업, 철도차량공업 등에 중점을 두었
기 때문에 정밀기계공업이나 전기·전자공업부문에서는 기술적인 낙후가 심화되었고 이는 기계공
업발전에서 한계를 갖게 하였다(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47) 북한의 중공업우선주의 정책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의 선차적 발전을 통해 생산력도
제고하고 농업과 경공업에서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중공업부문의 과잉
성장으로 산업간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였고 장기적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경제
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는 양상을 낳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업부문의 총생산 증가율은
1970년대부터 둔화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권영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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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추정결과와 본 연구의 추정치를 비교해보았다. 비교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두 자료의 장기투자시계열과 GDP디플레이터가 매우 유사하게 추정되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명목 투자액 및 GDP 디플레이터 비교
(명목 장기투자시계열)

(GDP디플레이터)

2. 자본스톡
[추정결과]
건설자산 및 설비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시계열을 구축한 후, 식 (1)과 같이 전기
말 자본스톡(    )과 당기 투자(  )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당기말 자본스톡
(   )을 추정하였다. 이때 초기 자본스톡(   )과 감가상각률에 대해서는 1955년 북
한의 GDP 대비 자본스톡 비율이 남한과 같다고 가정하였다48). 감가상각률은 건설
자산과 설비자산의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 및 잔액체감률을 상이하게
가정하여 자산별 감가상각률을 설정하였다.
<그림 5>는 본고에서 추계한 북한의 고정자산스톡의 GDP 대비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추정계열2(자본스톡2, 건설자산2, 설비자산2)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자본의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했을 가능
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계열이다. 예를 들어 양강도에 위치한 운흥제련소는 구리정

48) 1955년 남한 자본스톡의 ±50% 수준에서 북한의 초기자본스톡에 변화를 주었을 때, 1970년대 이
후에는 초기값과 무관하게 북한의 자본스톡 수준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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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처리해 구리와 황산을 생산하는 1급 기업소였으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설비와 부품까지 인위적으로 처분하면서 공장이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49)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와 같
은 인위적인 처분이나 유지보수 미비에 따른 자본손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
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0~98년중 성장률 감소폭만큼 건설자
산스톡과 설비자산스톡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계열2를 추정하였다. 투자
시계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래 설명은 1990년 가격으로 평가된 결과임에 유의
해야 한다.
<그림 5> 북한의 자본스톡
(실질 자본스톡)

(GDP 대비 자본스톡 비율)

자료: 저자 추정

1990년대 경제수준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계열2를 기준으로 추정결
과를 살펴보면, 북한은 1989년 고정자본스톡이 1천 620억원으로 고점을 기록하였
다. 건설자산스톡과 설비자산스톡은 각각 1천 369억원, 251억원으로 두 자산스톡은
대략 8.5:1.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2000년 이후 북한의 자본스톡은 다시 증
대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천 624억원을 기록하며 198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18년 현재 북한의 자본스톡은 2천 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2018년

49) 『리버티코리아포스트』(2019.7.24.) 참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공장의 기계와 부품이 크게 훼
손된 사례는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강도에 위치한 ‘8월 제련소’의
해체(『자유아시아방송』, 2013.4.24), 평안북도 의주군 ‘9월 제철소’ 사례(『데일리NK』, 2006.1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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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산스톡이 1천 840억원으로 1989년 수준보다 증대한 것과 달리 설비자산스톡
은 162억원으로 1989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북제재의 강도가 높
아지기 이전인 2016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설비자산스톡은 176억원으로 1989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0) 한편,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의 자본량 구성비는 1980~90년대초의 8:2의 비율에서 점차 그 격차가 벌
어져 2000년대 이후에는 9:1의 비율을 보였다. 남한의 1970~90년 고정자산 대비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기계설비의 손실이 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산업재건을 위한 설비자
산의 신규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51) 물론 2000년대 후
반에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화학·금속공업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단행하기도 하였으며52), 본고의 추정결과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
터 설비자산이 증대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자산스톡은 2000년대 중반부터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어 2009년에는 3.1%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0~14년까지
연평균 3.9%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제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2012~14년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플러스 성장53)
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비자산에 대
한 실질투자액은 2016년의 수준이 1970년대 중후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거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투자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90년대 자본손실 발생을 가정한 계열2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현재
북한의 자본스톡은 GDP의 3.9배 정도로 추정되었다. GDP의 3배 정도의 자본규모
는 주로 선진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준54)인데, 북한의 자본계수가 이처럼 높게

50)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고정자산스톡 추정치는 <부록 A2>를 참조.
51) 남한의 경우 2018년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이 전체 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79%, 14%, 8%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던 1970~80년대와 비교하여 설비자산의 비중이 감소하였
다. 북한은 1970~80년대 총 고정자산에서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이었지만, 1990년대
13%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9%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52) 양문수 외(2012)는 2000년대 후반 북한은 화학플랜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재개함에 따라 대형
설비제작 분야에서의 생산활동이 다소 활발해졌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경제
적 효율성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기술역량이 부합되지 못하는 설비에 투자된 경우 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하였다.
53)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2012~2014년 북한의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1.1%이었으며, 그중 경공
업과 중화학공업은 각각 2.5%,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54)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남한의 순자본스톡(평잔기준)은 GDP의 3.3배인 것
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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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이유는 분모인 경제규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경제의 저생산성 및 비효율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이 해에 고정자산 가운데 건설자산의 대GDP 비율은 358%, 설비자산의 해당비
율은 33%로 추정되었다. <표 7>에 나타난 대로, 남한의 GDP 대비 자본스톡 비율
을 자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8년 현재 북한 설비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1~75년중 남한의 수준인 34%와 유사하다. 특이할 점은 동기간 남한의
건설자산스톡의 대GDP 비율은 81%로 북한의 358%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설비자산과 건설자산 자본량
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망의 노후화, 기계
설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공장 가동률 저하, 북한경제의 저생산성, 투
자의 비효율성 심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표 7> 남한의 GDP대 자본스톡 비율
(단위: %)

1971
~75

1976
~80

1981
~85

1986
~90

1991
~95

1996
~00

2001
~05

2006
~10

2011
~18

자본스톡

116

129

156

166

202

253

262

300

321

건설자산

81

86

101

109

145

186

201

238

254

설비자산

34

41

52

52

49

56

46

44

45

지식자산

2

2

3

5

8

11

14

18

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편 <그림 6>은 북한의 인구를 고려하여 경제규모 및 자본량의 추세변화를 살
펴본 것이다. 먼저, 총인구를 고려하여 1인당 자본스톡을 추정하면 1990년 건설자
산스톡과 설비자산스톡이 각각 6.8천원, 1.2천원, 이 둘을 합한 고정자산스톡이
8.0천원으로 고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1990년대 극심한 경제악화와 더불어 1인당
자본스톡은 1999년 5.8천원까지 급락하였다가 2000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고정자본스톡은 7.9천원(건설자산스톡 7.3천원, 설비자
산스톡 0.7천원)으로 1990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경제 전체의 고
정자본스톡은 2007년에 직전 최고치(1989년)를 넘어선 반면, 1인당 자본스톡은
1990년대 급락 이후 2018년 현재 1980년대 후반 수준에 근접하며 직전 최고치
(1990년)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북한
의 노동가능인구(16세 이상, 군인제외)를 고려하여 산출한 자본집약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은 1만 4천원으로 1970년대 후반 수준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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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6> 북한의 1인당 자본스톡, 1인당 실질 GDP, 자본집약도
(1인당 실질 자본스톡)

자료: 저자 추정

(1인당 실질 GDP, 자본집약도)

주: 1) 1인당 실질GDP는 조태형·김민정(2020)의
추정치로 산출
2) 자본집약도는 노동가능인구(UN통계) 대비
자본스톡2를 의미

한편,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자본스톡, 그리고 자본집약도는 그 추세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현재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천원으로 1950년
대 후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년 현재 북한의 1인당 자본스톡과 자본집
약도가 각각 198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수준인 데 반해 1인당 실질GDP는
1950년대 말경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북한 경제의 저생산성의 가능성을 재확
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강건성 검토 (1): 생산함수 추정계수 사용하여 자본스톡 역추계]
본 연구는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 하에서 북한의 설비자산 손실이 상당했을
것임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만큼 자본량이 감모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1990년 이후의 자본스톡을 추정(자본스톡 2)하였다.55) 이러한 가정하에 추정한 북
한 자본스톡 추계치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성

55) <그림 6>의 ‘자본스톡’이나 <그림 7>의 ‘자본스톡1’은 1990년대의 자본손실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조정을 하지 않고 영구재고법으로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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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함수를 추정하고 추정계수를 노동인구 및 실질GDP 자료에 대입한 후 자본스톡
을 역으로 추정(자본스톡 3)해 보았다.
<표 8>은 콥-더글라스 함수를 가정하여 1955~2018년까지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56)한 결과이다. 산출의 자본탄력성은 0.41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또한 기술진보 및 제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추세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
었다. <그림 7>과 같이 기간중 생산함수의 추정계수를 대입하여 역으로 추정된 자
본스톡 3은 영구재고법에 기반하여 추정된 자본스톡 2와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생산함수에 기반하여 추정된 자본스톡 3의 경
우 1990년대를 전후로 보다 급격한 감소와 반등을 나타내었다.

<표 8> 북한의 노동생산성 추정

<그림 7> 자본스톡 추계 비교

종속변수: 노동생산성
자본집약도

0.41 (5.91)***

추세

-0.01 (-7.17)***

89년 이전=1

0.18 (3.79)***

상수항

0.91 (8.17)***

관측치 수

61

R2

0.97

F-statistics

15.505

주: 1) F통계량이 10보다 크면 도구변수와 내생
변수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2)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

주: 자본스톡1과 2는 영구재고법으로 추계한 것이며,
자본스톡3은 생산함수 추정계수로 역산한 것임

[강건성 검토 (2): 김석진(2002) 추정치와 비교]
본 연구는 초기자본스톡 및 감가상각률 등 모수에 대한 가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에 근거한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북한 자본스톡을 추정
한 대표적인 연구인 김석진(2002)의 추정결과와 본 연구의 추정치를 비교해보았다.
자본스톡 추계치를 비교해보면 감가상각률과 초기자본스톡에 대한 가정 등 추정
방법에서의 차이가 추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56) 자본집약도와 오차항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OLS 추정치는 일치추정량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t-2기의 자본집약도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SLS 추정을 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수
준이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 기간인 1955~1989년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모형 내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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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8>에서 ‘자본스톡(PyoChoKim)’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자료이며, ‘자본스톡
(PyoChoKim)_김석진방식’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투자시계열을 사용하되 초기스
톡 및 감가상각률에 대한 가정을 김석진(2002)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스톡을 재
추계한 계열이다. 추정결과 명목과 실질계열에서 모두 본래의 추정치인 ‘자본스톡
(PyoChoKim)’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질스톡 추계치
에서는 초기스톡의 차이로 인해 두 계열 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초기스톡 차이에
기인한 격차도 197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추
정 방식 및 가정에서의 차이가 추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석진(2002)의 경우 자본스톡 추정과정에서 계산상의 오류57)가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오류를 보정한 자료(‘자본스톡(김석진)’)와 보정 전의 원자료
(‘자본스톡(김석진_원자료)’)를 모두 비교해보았다. 먼저 추정방식에서의 오류
를 보정한 ‘자본스톡(김석진)’의 계열을 명목기준에서 비교해보면 1960년대 중
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본 연구의 추정치가 김석진(2002)의 추정치보다 30.8%
가량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의 차이는 추정방식의 차이보다는 투자액
추정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림 4>의 명목투자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추정자료와 김석진(2002)의 추정자료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다소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액 추정치의 미미한 차이는 자본스톡 추계시 누적되어 반영됨
에 따라 자본량의 수준에 차이를 가져왔다.58)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두 연구간 투자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
인을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김석진(2002)은 당해연도 가격으로 표시된 예산
자료에서 투자자료를 산출한 반면, 본고는 건설투자, 북한산 자본재, 수입자본재로
구분하고 각 자산의 1990년 불변가격으로 실질투자를 추정한 후 이를 조태형․김민
정(2020)에서 추정된 GDP 디플레이터로 당해연도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그런 면
에서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본고는

57) 영구재고법에 의한 자본스톡 추계는 투자시계열이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실
질계열을 추정한 후 명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실질투자액을 사용하여 실질 자본스톡을 추정한
후 이에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명목자본스톡으로 환산해야 한다. 하지만 김석진(2002)에서는 명
목투자를 산출하여 명목 자본스톡을 추계한 후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스톡을 추계하는 계산
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58) 자본스톡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GDP 대비 자본스톡의 비율, 즉 자본계수 값에 차이를 보였으며, 투
자액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1966년 이후 자본계수 값이 점차 차이를 보여 1973년에는 본
연구의 자본계수 값이 김석진(2002)의 1.34배로 가장 격차가 컸다. 한편, 1989년 본 연구의 자본계
수는 2.6, 김석진(2002)은 2.4로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32

1977년 이후는 건설투자(실제로는 시멘트 생산량)를 조정함으로써 두 자료의 투
자 자료를 일치시켰으나 1976년 이전은 이러한 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림 8> 명목·실질 자본스톡 추정자료 비교
(명목 자본스톡)

(실질 자본스톡)

주: ‘자본스톡(김석진)’은 김석진(2002) 자본추계의 계산상의 오류를 보정하여 본 연구에서
재추정한 것이며, ‘자본스톡(김석진_원자료)’는 김석진(2002)의 원자료임

마지막으로 ‘자본스톡(김석진_원자료)’를 보면 ‘자본스톡(김석진)’의 자료와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산상의 오류가 추정결과 및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작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와 같은 차이는 명목변수보다 실질변수에서 보다 확
연하게 나타나, 북한의 기간별 실질자본량 투입의 변화 및 성장회계분석의 결과가
본 연구의 추정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 전
의 자료에서는 북한의 실질자본스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자본량 투입 증가율이
보다 크게 추정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 또는 감
소의 변화율이 크게 추정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계산결과를 보면, 김석진
(2002, p.135)의 경우 1955~89년 북한의 자본투입증가율이 연평균 7.7%였는데,
본 연구는 6.3%(56~89년 연평균)로 다소 낮았다. 또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반하여 북한 노동생산성 성장률의 요인별 분해 결과, 1955~89년 자본집약도의
기여율이 김석진(2002, p.141)에서는 1.2%포인트로 추정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0.9%포인트를 나타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총요소생산성 감소율의 수준에도 차
이를 가져왔다. 즉, 김석진(2002)의 연구에서는 동기간 총요소생산성이 –0.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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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악화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본투입증가율이 낮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총요소생산성이 +0.16%로 차이를 보였다.59) 김석진(2002)의 해석과 비교할 때,
본고의 추정결과는 해당 기간의 경우 북한의 비효율성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임
을 보여주고 있다.

3. 성장요인 분석60)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증대와 기술 및 제도 변화
등 노동·자본 이외의 요소에 의한 생산성 증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자본스톡 추
정치를 사용하여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경제의 성장요인을 세 가지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61) 첫째, 노동과 자본 등 각 투입요소의 양적·질적 성장을 관찰하
였다. 둘째, 노동이 북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양적·질적 측면으로 분해하
여 살펴보았다. 셋째, 북한 GDP의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자본, 노동, 총요
소생산성의 기여율 추이를 관찰하였다.
먼저, 노동과 자본의 양적 성장은 노동인구비율, 노동인구 1인당 자본량(즉, 자
본집약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투입요소의 질적 성장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를 살펴보면, 북
한의 노동인구비율(=노동인구/총인구)은 1960년대 36.1%에서 2010년 이후에는
5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62) 반면, 노동생산성(=실질GDP/노
동인구)은 1960년대 초반까지 크게 증대하였으나 이후 정체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90년대에는 급락하였다. 2000년대에는 노동생산성이 다소 개
선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노동의 양적 투입
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지만, 질적 성장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북한의 자본집약도(실질자본스톡/노동인구)는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59) 김석진(2002)과 동일하게 산출의 자본탄력성을 0.35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로, 후술하는 본고의 성
장요인 분석에서는 생산함수 추정결과에 기반하여 산출의 자본탄력성으로 0.41을 적용하였다.
60) 이 논문에서 사용된 북한의 1990년 이전 경제성장률은 조태형·김민정(2020)의 당초 추정치에서
일부 수정, 보완된 것임을 밝힌다.
61) 성장요인 분석에서 사용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조태형·김민정(2020)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그
들은 현재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북한의 산업구조를 7개로 분류하고 연쇄라스파
이레스 지수공식을 적용하여 1956~89년까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및 전체 경제성장률을 추정하
였다. 한편, 본고는 기초자료 부족으로 초기자본 설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여 자본스
톡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요인 분석은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2) 북한의 노동인구 추정은 <부록 A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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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고난의 행군시기 자본량 축소에 따라 자본집약도도 동반 하락하는 양상
을 보였다. 2000년 이후에는 자본집약도가 증대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인구 증가
가 자본 증가보다 크게 이루어져 자본집약도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자본투입의 질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자본생산성(=GDP/자본스톡)은 1950
년대 후반 크게 증대되었다가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1980년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북한경제도 성장세를 보였음에
도 자본생산성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자본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림 9> 북한의 1인당 GNP, 노동·자본의 양적·질적 성장 추이
(노동)

자료: 저자의 추정치

(자본)

자료: 저자의 추정치

두 번째로 북한의 GDP 성장은 총인구와 노동인구를 고려하여 요인별 분해를 할
수 있다. 식 (6)에서와 같이 GDP(Y) 성장률은 총인구(T) 성장률과 1인당
GDP(Y/T) 성장률로 분해된다. 또한 1인당 경제성장에서 노동의 기여는 다음 식
(7)과 같이 양적·질적 측면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1인당 GDP(Y/T) 성장률은 노
동인구비율(L/T)의 성장률과 노동생산성(Y/L)의 성장률로 분해되며, 이때 전자는
노동의 양적성장, 후자는 노동의 질적성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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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을 살펴보면, 북한의 GDP 성장은 총인구 성장에 주로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후생수준의 개선과 보다 밀접한 1인당 GDP 성장
역시 노동생산성이 아닌 노동인구비율 증대에 주로 기인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고도성장 시기 노동생산성은 크게 성장하였지만, 1960년대
부터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북
한의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 증대, 즉 노동력 동원이 북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생산성의
성장보다 노동인구비율의 상승이 북한의 1인당 GDP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였다는
김석진(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림 10> 북한 GDP 성장률의 요인별 분해
(GDP의 성장)

주: 식 (6)을 사용

(1인당 GDP의 성장)

주: 식 (7)을 사용

<표 9>는 Kim et al. (2007)의 연구결과63)와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비교한 것

63) Kim et al. (2007)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은폐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하여 김
석진(2002)에서 추정한 북한 경제성장률의 과대추정 편의를 조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
GDP 성장률의 요인별 분해를 Kim et al. (2007)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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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9년까지 북한 GDP와 1인당 GDP 성장률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 경제성장의 요인별 특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본고와 Kim et al. (2007)의 추정치가 각각 4.7%, 4.4%
로 나타났다. GDP 성장률을 총인구 성장과 1인당 GDP 성장으로 분해하였을 때,
GDP 성장에 기여하는 각 요인별 기여율은 본고에서는 50:50에 근접한 비율을 보
였으며, Kim et al. (2007)에서는 총인구 성장의 기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89년까지 1인당 GDP 성장률은 2.3%, 1.9%로
본고의 추정결과가 다소 높았고, 노동생산성은 1.1%, 0.3%로 본고의 추정결과가
높았다. 두 연구 모두 노동생산성보다 노동인구비율의 증가가 1인당 GDP 성장률
에 더욱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고의 추정결과 Kim et al.
(2007)의 추정치보다 GDP 성장률은 다소 높게, 노동인구비율 성장률은 다소 낮게
추정되어 노동생산성 기여율이 좀 더 높게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외연적
성장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양상은 Kim et al. (2007)에서 보다 뚜렷하
게 나타났다.
<표 9> 북한 GDP 성장률 요인별 분해 비교
(연평균 성장률, %)

GDP
본고의 추정치
(1956~1989년)
Kim et al. (2007)1)
(1954~1989년)

GDP 성장률

1인당 GDP 성장률

총인구

1인당 GDP

노동인구비율

노동생산성

4.7

2.3

2.3

1.2

1.1

4.4

2.52)

1.9

1.62)

0.3

주: 1) 은폐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추정치 II를 참조하였음
2) Kim et al. (2007, p.574)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GDP=총인구×1인당 GDP’, ‘1인당 GDP=
노동인구비율×노동생산성’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역산한 것임

세 번째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외연적
성장요인과 기술혁신 및 제도변화 등 내연적 성장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성
장회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 (8)과 같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
하였으며, 산출의 자본탄력성은 회귀식에 기반하여 추정된 0.41을 적용64)하였다.
64) Bergson (1989)은 소련의 총요소생산성 추정을 위해 산출의 자본탄력성을 0.325로 가정하였으며,
대부분의 북한연구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을 0.35~0.45의 수준에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동
호(2013)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65~2012년 기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0.605로 추정
되었으며, Choi and St.Brown (2015)은 2/3를 노동소득분배율로 사용하였다. 신석하·김영준
(2018)은 김성태 외(2016)에서 2016년 남한의 노동소득분배율을 0.63으로 적용한 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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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195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기간별로 살펴보았을 때, 1956~69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7.0%로 고도성장
을 보인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노동투입증가율과 자본투입증가율의 기
여도는 각각 2.6%포인트, 3.4%포인트였다. 즉, 북한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경제성
장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막대한 자본투자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50~60년대 대비 4.2%포인트 급락했는데
기간대비 노동투입증가율과 자본투입증가율은 모두 크게 낮아졌고, 무엇보다도 총
요소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이 주목된다. 노동과 자본투입이 증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
은 1970~80년대에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의 경제수준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1990년대에는 자본투입
감소와 사회주의체제에 내재된 비효율성 심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경제성
장률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이후 자본투입증가율은 90년대 대비
상당폭 개선되고 노동투입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성은 여전
히 개선되지 못하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
강도 대북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과 자본투
입증가율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6~0.9%포인트, 0.8~1.0%포인트로 유지되어
GDP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생산요소투입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서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못한 상황(2000~2009년, -0.4%;
2010~2016년, -0.8%)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지 못하고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노동투
입과 자본투입 증가율의 성장기여도가 모두 절반가량 하락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4.8%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

김석진(2002)은 자본탄력성을 0.35로 가정하였으며, Kim et al. (2007)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반하여 소련과 북한의 공통 자본탄력성이 0.27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체제이행국가를 대상
을 살펴보았을 때, 자본탄력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ho et al. (2017)은 1990
년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0.68이었다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체제전환
동유럽 4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보다 14%포인트 낮은 0.54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Ezaki
and Sun (1999)은 중국의 지방단위에서의 성장회계분석을 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이 0.52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1955~2018년 기간을 회귀분석한 결과 산출의 자
본탄력성이 0.41로 추정되어 기존문헌과 유사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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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하였다.
<표 10> 북한 GDP의 성장회계
(연평균 성장률, %, %p)

GDP성장률
1956~1969년
197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8년
(‘10~’16년)
(‘17~’18년)

7.0
2.8
-3.3
1.3
-0.2
0.9
-3.9

노동투입
증가율 기여도
2.6
1.7
0.9
0.6
0.8
0.9
0.4

자본투입
증가율 기여도
3.4
1.9
-0.9
1.0
0.7
0.8
0.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1
-0.8
-3.3
-0.4
-1.7
-0.8
-4.8

종합해보면 1950~60년대에 북한은 노동력 동원과 자본투입 증대에 기반하여
외연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북
한의 경제성장률이 둔화·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경제 침
체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된 낮은 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을 지목하였던 Kim
et al. (2007)의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65)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관
찰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구조는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던 체
제의 비효율성 심화66),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5) 노동생산성 함수를 기반으로 성장요인을 분해한 Kim et al. (2007)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1954
~1989년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9%를 보였다. 같은 기간 자본집약도 성장률의
기여도는 1.2%포인트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0.3%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
다.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의 성장요인을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1956~1989년 북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1%이었으며, 자본집약도 증가율의 기여도는 0.9%포인트인 반면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0.16%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Kim et al. (2007)의 실질자본
스톡 추정시 계산상 오류에 의해 자본량 투입 증가율이 본고의 추정치보다 높게 추정되었고, 이는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감소가 더 크게 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6) Kim (2017)은 1950~1990년까지 영국의 연간 총요소생산성이 1.6%였는데 반해 같은 기간 소련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은 0.2%로 영국의 12.5%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비효율성이 성장
률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Bergson (1987)은 1975년 기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체제하의 선진국가보다 25~34% 정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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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이론적 설명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자본스톡을 통해 북한에 적합한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1990
년대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 등 북한의 불확실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해 볼 수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 Leontief (1941), Harrod (1939), Domar (1946), Barro and
Sala-i-Martin (1995)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모델
을 적용하는 것이다.
Barro and Sala-i-Martin (1995)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Leontief (1941) 생산함
수에 기초한 Harrod-Domar 모형과 같은 경제성장 모델은 빈곤의 함정에 빠진 북
한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Pyo (2013)는 초기자본
(initial capital stock)을 추계하는 모델과 더불어 투자의 장기간 시계열이 부족함
으로써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stment Method)에 의해 자본스톡을 추정할 수
없는 신흥국경제와 이행경제(transition economies)에 대해 자본스톡추계법을 논
의하고 있다. 상정하고 있는 모형은 Dadkhah and Zahedi (1986)에서 시도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보다 집계레온티에프(aggregate Leontief) 또는 고정계수생산
함수(fixed coefficients production function)를 더욱 적절한 생산함수로 고려하
였다. 왜냐하면 신흥경제와 이행기 경제에서는 자본투입 또는 노동투입이 생산과
정에서 제한적 요소(limiting factor)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함수는 공공재 또는 준공공
재로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체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Harrod (1939)와 Domar (1946)에서 사용된 식 (9)와 같
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대한 적합성이 부여된다.

      
= min    
단,
A, B: 양의 상수
Yt: t 기간의 산출
Kt: 초기시점 t에서의 자본스톡
Lt: t 기간의 노동투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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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서 상정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Harrod and Domar로 하여금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투입 또는 유
휴자본의 지속적 증가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였다
(Barro and Sala-i-Martin, 1995).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
군시기에 유휴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서는 투입요소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AK=BL이면 모든 자본과 노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AK>BL이면
(B/A)L의 자본이 사용되고 다른 요소는 유휴상태가 되며, 역으로 AK<BL이면
(A/B)K의 노동이 사용되고 다른 요소는 유휴상태가 된다.
1인당 산출을 얻기 위해 식 (9)의 양변을 L로 나누면 식 (10)이 도출된다.

  min    

(10)

<그림 11>에서 보면, k<B/A의 경우 자본은 완전고용 되며, y=Ak가 된다. 또
한 k>B/A의 경우에는 사용된 자본의 양은 일정하며 Y는 노동(L)과 B의 곱이 된
다(즉, y=B). 1인당 자본(k)이 무한대로 접근할 때, 자본의 한계생산물인 f’(.)은
0이 된다. Barro and Sala-i-Martin에 지적된대로 중요한 이나다 조건(inada
condition)은 충족되었으나, 생산함수는 내생적 균제성장(endogenous steadystate growth)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 1인당 자본에 대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자료: Barro and Sala-i-Martin (199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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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투자(K)는 총투자(I)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일정한 저축률을 가진 저축
은 총투자와 동일하다는 항등식으로부터 다음 식 (11)이 성립한다.

∆              

(11)

인구증가율은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    )하고 식 (11)
의 양변을 L로 나누면 식 (12)가 도출된다.

∆       

∆      ∆           

(12)

(13)

식 (13)의 양변을 k로 나누고 식 (10)을 대입하면, k의 증가율을 다음 식 (14)
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min        

(14)

Barro and Sala-i-Martin (1995)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그림 12>는 두
가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는      가 되도록 저축률이 낮은
경우이며, 1인당 자본(k)의 증가율이 모든 k에 대해 음수(-)이다. (b)의 경우는 k
가 무한대로 증가하면서  min        가 0에 근접하도록 저축률이
충분히 높은 경우이다. 이 곡선은 궁극적으로 k*>B/A인 점에서    선을 교차
하게 된다. 만일 어떤 경제가 1950년대 개발초기에 k(0)<k*에서 시작했던 북한경
제와 같다면, 1인당 자본의 증가율 은 k=k*에서 0에 접근할 때까지 감소할 것이
다. k*>B/A이므로 균제경제의 특징으로 유휴자본은 존재하나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k가 균제상태에서 일정하므로 자본(K)의 양은 n의 증가율로 증가하는 노
동(L)을 따라 증가하게 된다. 사용된 자본(machine)의 양이 일정하므로 유휴자본
(quantity of idle machine)은 n의 증가율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고
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0년 초중반의 북한경제의 상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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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arrod Domar 모형

자료: Barro and Sala-i-Martin (1995, p.48)

Harro-Domar 성장모델의 경제는 지속적인 실업의 증가, 또는 지속적인 유휴자본
의 증가의 두 가지 의도치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Barro and Sala-i-Martin,
1995). 이는 어떤 경제가 균제상태(a full-employment steady state)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률(sA)이 인구증가율(n)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일치하는 조
건이 달성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즉,      ). 또한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항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지속적인 실업의
증가, 또는 지속적인 유휴자본의 증가 가운데 북한 경제는 후자에 빠질 우려가 있
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빈곤의 함정에 빠진 이후 사회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군사
화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Barro and Sala-i-Martin (1995)에서는 빈곤의 함정과 관련한 Harrod Domar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3>의 k*가 낮은 초기부분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1950~60년대 북한의 경우와 같이 저개발국 경
제는 농업이나 광업과 같은 산업에 집중하게 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형적으로
공업과 서비스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의 구호 아래 군수용
시설 및 재화에 특화된 자본재 산업에 집중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이 수확체증의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으나, 북한의 경우 노동의 분업
과 학습효과로부터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는 군사용 자본재 수출의 판로가
제한적인 상황에 기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이익은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수확체감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 균제상태는 안정적
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k)이    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국가는 빈곤의 함정
(poverty trap)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북한과 같은 국가가      의 상
태로 시작한다면 1인당 자본의 장기수준(    )에 수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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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높은 1인당 자본(k)수준에서 자본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림 13>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었듯이 그 국가는 1인당 자본(k)이 양(+)의 장기증가율로 수렴하
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rro and Sala-i-Martin (1995)에 자세하게 논의되듯이 미
국 등 선진국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과 같이 1인당
자본이 낮은   에서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국가에 상당히 큰 규모의 자본지원(a
discrete quantity of capital)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
원은 <그림 13>에서 곡선 sf(k)/k로 나타나 있듯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1인당 자본(k)을 높여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경제는 보다 높은 1인당 자본스
톡을 축적할 수 있다. 이때, 빈곤의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의 충분한 자본지원만이    이상의 높은 수준의 1인당 자본 또는 내생적 균제
성장 경로까지 1인당 자본(k)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3> 빈곤의 함정

자료: Barro and Sala-i-Martin (199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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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1955년부터 2018년의 장기에 걸쳐 북한의 투자 및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요인을 분석해 본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보였다. 첫째 지금까지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한
연구는 자본스톡 총량을 추정한 데 반해 본 연구는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을 구분하
여 자산별 투자시계열을 구축하고 자본량을 추계하였다. 이는 시기별로 북한이 주
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김석진
(2002)과 Kim et al. (2007) 등 기존연구의 자본스톡 계산상의 오류를 교정하였
다. 즉, 본고는 국제기준에 따라 명목투자 추정 →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실질투자
추정 → 영구재고법으로 실질 자본스톡 추정 → 디플레이터로 명목 자본스톡 환산
의 경로로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셋째, 초기자본스톡이나 감가상각률 등 자본스
톡 추정에 필요한 여러 모수를 제안하고 기존연구와 추정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생
산함수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자본스톡을 역추정하는 등 본 추정치의 강건성
(robustness)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자산별 고정투
자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제시하였다.
고정자산별 투자시계열의 추정과정을 살펴보면, 김석진(2002)에 근거하여 1990
년 이전의 투자시계열을 참고하는 한편 투자 자료를 건설투자, 수입자본재 및 국
산자본재 투자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1990년 가격 기준의 자산별 장기투자시계
열을 추정하였다. 각 자산에 대해 1990년 투자액을 계산한 후 건설투자는 시멘트
생산에, 수입자본재는 자본재의 순수입에, 국산자본재는 중공업GDP 증가율에 각
각 연동하여 자산별 실질투자시계열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건설자산과 설비자
산에 대한 투자 모두 1989년까지 대체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에 직면한
1990년대에 급감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려스럽게도
2017년 이후 북한의 고정자산 투자는 대북 경제제재의 악영향으로 설비자산을 중
심으로 재차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고정투자 비율은
1956년 15.2%에서 1990년 23.3%까지 상승하다 반락한 후 1999년에 14.0%로 낮아
졌고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21% 내외에서 등락하였다.
북한의 자본스톡은 산출된 자산별 투자시계열에 기초하여 영구재고법을 적용하
되 1990년대 경제위기에 따른 자본손실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18년 현재 북한의 고정자산스톡은 GDP의
3.9배 정도로 추정되었다. GDP 3배 정도의 자본규모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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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수준인데, 북한에서 자본계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분모인 경제규
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경
제의 저생산성 및 비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55년부터 2018년까
지 북한의 자본스톡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자본축적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한 1990년대에는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점차 회복
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북한의 고정자산스톡을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으로 나누
어 보면, 두 자산 간 자본량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구조적 특징을 보였다. 2018년
현재 GDP대 비율은 건설자산이 358%, 설비자산은 33%로 추정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두 자산의 구성비가 9:1의 비율에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설비자산의 축적
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전력망의 노후화, 기계설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와 결
부되어 공장 가동률 저하, 북한경제의 저생산성, 투자의 비효율성 심화 등을 초래
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2018년 현재의 자본스톡 규모는 1990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1인당 자본스톡은 1990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연계된 자본스톡은 실제 가동률이 고려된 자본을 의미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콥-더글라스 함수를 도입하
여 북한의 성장함수를 추정한 후 1990년대에 대해 노동과 GDP 시계열을 대입하여
자본스톡을 역으로 추정해 보았다. 1990년대의 감속성장에 상응하는 자본스톡, 즉
일종의 가동률이 고려된 자본스톡을 사후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1990년대에 자본
손실이 고려된 추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추정된 자본스톡을 사용하여 북한 GDP의 성장요인을 성장회계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하였으
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진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50~60년대에는 투입요소 증가에 기인하여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70~80년대에는 투입 증가율 둔화 및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경제
성장이 부진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이 급감함에 따라 경제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율이 낮은 수준
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이후 대북제재 여파로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율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생산성은 크게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경제상황
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도성장이
외연적 성장에 기인한 것이고,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김석진(2002), Kim et al. (2007) 등에서 해석한 북한의 성장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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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는 빈곤의 덫과 유
휴자본의 특징을 보인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Barro and Sala-i-Martin (1995)
에 설명된 대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기반한 해로드-도마 성장모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북한이 설비자
산 축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은
기존 설비의 효율 저하 및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하락
하고 있는 만큼 기업 또는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및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및 적극
적인 대외개방이 시급해 보인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유추와 함의에 입
각해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개방과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기금, 세계은행
(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개발지원금, 나아가 국제금융공사
(IFC),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등에 의한 기술적 지원 등은 북한을 경제침체
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휴자본으
로 인해 반복되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북한 경제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경제적 지원금 제공보다는 북한경제가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될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주민들에 의한 시
장화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장
경제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생산성과 효율
성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이 논문의 추정결과는 미시적인 추정결과와 비교를 통해 그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자산의 경우 주택, 공장, 학교, 관공서 등 건
물투자의 변화나 철도, 도로, 전력, 도시개발 등에 대한 연도별 미시정보를 통한 추
정과 비교된다면 그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성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플레이터로 사용할만한 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본스톡을 추정하려면 투자자료를 실질화해야만 추
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료의 일관성이 양호한 수출입 자
료를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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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경제성장률 추정에 사용되는 물량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량정보는 북한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자본스톡을 추
정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고의 자본스톡 추정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작성중에 있는 잠정치로 이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은 장기성장 추정, 적절한 디플레이터
산출 등 북한의 거시통계를 재추정하는 과정과 연결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가
발굴된다면 북한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자본스톡도 재추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
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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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A1. 북한 고정자산투자 추정치 (1990년 가격 기준)
(단위: 백만북한원)

건설투자

설비투자

1955

총고정투자
1,955

625

1,330

1956

2,693

1,018

1,675

1957

2,924

1,527

1,397

1958

3,672

2,123

1,549

1959

4,589

3,269

1,319

1960

5,102

3,902

1,200

1961

5,253

3,889

1,363

1962

5,449

4,035

1,414

1963

5,636

4,164

1,472

1964

5,799

4,271

1,528

1965

6,095

4,395

1,699

1966

6,213

4,518

1,695

1967

6,319

4,644

1,675

1968

6,814

4,772

2,042

1969

7,432

4,897

2,535

1970

7,814

5,042

2,772

1971

8,220

5,177

3,043

1972

8,603

5,323

3,279

1973

8,652

5,471

3,181

1974

10,097

5,621

4,476

1975

10,058

5,774

4,284

1976

9,344

5,938

3,406

1977

9,105

6,103

3,002

1978

9,308

6,462

2,846

1979

10,085

6,910

3,175

1980

11,715

8,147

3,568

1981

10,577

7,117

3,460

1982

11,349

7,757

3,593

1983

11,719

8,049

3,670

1984

12,834

9,055

3,779

1985

12,197

8,285

3,912

1986

12,854

9,079

3,775

1987

13,271

9,418

3,854

1988

14,123

10,142

3,981

1989

14,008

9,865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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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정투자

건설투자

설비투자

1990

14,127

10,437

3,690

1991

12,743

9,412

3,331

1992

12,389

9,716

2,673

1993

11,220

8,753

2,467

1994

8,665

6,369

2,296

1995

8,647

6,442

2,204

1996

7,802

5,940

1,862

1997

6,902

5,448

1,454

1998

5,623

4,343

1,280

1999

7,110

5,568

1,541

2000

7,917

6,348

1,569

2001

8,382

6,620

1,762

2002

9,447

7,672

1,774

2003

10,363

8,476

1,887

2004

11,073

9,243

1,831

2005

11,943

9,925

2,018

2006

11,265

9,192

2,073

2007

10,903

8,948

1,955

2008

10,932

8,655

2,276

2009

10,708

8,297

2,411

2010

10,715

8,262

2,453

2011

10,860

8,211

2,650

2012

10,918

8,174

2,745

2013

11,146

8,269

2,877

2014

11,991

8,778

3,213

2015

12,347

9,537

2,810

2016

12,587

9,766

2,821

2017

11,479

9,214

2,266

2018

10,412

9,08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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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태형·김민정(2020)의 중화학공업 및 건설업의 GDP성장률(1990년 기준연도)을 사용하여 실질투자 시계열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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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북한의 자산별 자본스톡 추정치 (1990년 가격 기준)
(단위: 백만북한원)

총고정자산스톡

건설자산스톡

1955

20,278

16,115

설비자산스톡
4,029

1956

21,633

16,585

5,048

1957

23,210

17,539

5,671

1958

25,400

19,048

6,351

1959

28,361

21,635

6,726

1960

31,698

24,759

6,940

1961

35,043

27,767

7,276

1962

38,434

30,819

7,615

1963

41,860

33,897

7,962

1964

45,294

36,979

8,315

1965

48,861

40,082

8,780

1966

52,380

43,203

9,177

1967

55,848

46,344

9,503

1968

59,636

49,508

10,128

1969

63,819

52,690

11,129

1970

68,125

55,910

12,215

1971

72,564

59,156

13,408

1972

77,100

62,440

14,660

1973

81,412

65,760

15,652

1974

86,836

69,118

17,719

1975

91,843

72,515

19,328

1976

95,863

75,963

19,900

1977

99,478

79,458

20,020

1978

103,169

83,191

19,977

1979

107,489

87,242

20,248

1980

113,223

92,375

20,848

1981

117,593

96,326

21,267

1982

122,529

100,776

21,753

1983

127,612

105,367

22,245

1984

133,569

110,795

22,774

1985

138,642

115,287

23,355

1986

144,141

120,412

23,729

1987

149,828

125,701

24,127

1988

156,117

131,527

24,590

1989

162,031

136,889

25,142

1990

161,205

136,944

2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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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정자산스톡

건설자산스톡

1991

159,005

135,832

23,172

1992

152,724

131,600

21,124

1993

149,927

130,166

19,761

1994

148,357

129,477

18,880

1995

143,742

126,064

17,678

1996

140,179

123,659

16,520

1997

131,907

117,184

14,724

1998

130,382

116,563

13,819

1999

131,588

118,193

13,395

2000

133,590

120,536

13,054

2001

136,008

123,069

12,939

2002

139,404

126,553

12,851

2003

143,592

130,713

12,879

2004

148,342

135,490

12,852

2005

153,783

140,780

13,003

2006

158,359

145,174

13,185

2007

162,416

149,183

13,233

2008

166,346

152,773

13,573

2009

169,885

155,892

13,993

2010

173,269

158,873

14,396

2011

176,634

161,706

14,928

2012

179,885

164,408

15,477

2013

183,191

167,116

16,075

2014

187,141

170,235

16,906

2015

191,246

173,996

17,250

2016

195,417

177,859

17,557

2017

198,357

181,052

17,305

2018

200,224

184,012

16,212

56

설비자산스톡

57

BOK 경제연구 제2020-24호

A3.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및 노동인구 재구성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추계를 제시한 자료는 통계
청 자료와 UN의 ‘세계인구전망’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은 1965~90년은 5년 단위로
북한의 총인구 및 15세 이상 인구를 제시하고, 1990년 이후는 연간자료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UN의 세계인구전망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총인구 및 연령
별 인구추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3년과 2008년 인구총조사를
통해 총인구, 연령별 인구, 노동인구 등의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공식통
계로서 통계청 및 UN의 세계인구전망에서 인구추계의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3년과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993년 자료에서는
시·도별 인구총계와 연령별 인구총계가 일치하지 않은 반면, 2008년 자료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3년 북한의 지역별 인구 합계는 2,121만
명인 반면, 연령별 인구 합계는 2,052만명으로 약 69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문헌에서는 북한의 연령별 인구에 군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Eberstadat and Banister, 1992; 김석진, 2002). 한편, 2008년 인구센
서스에서는 지역별 인구 및 연령별 인구의 합계가 일치하며,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주민, 군인 등이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67)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
자료에는 군인이 제외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 수가 포함된 1993년과
2008년 북한의 인구 총계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청의 추정치가 더 작다. 한편 UN
의 세계인구전망 자료는 군인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의
공식통계에서 발표하는 인구총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군인이 제외될 가능성
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인구추계에서 군인 포함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노동인구 추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노동가능인구의 정의이다. 국
제기준에서 노동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며,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여
하는 노동인구의 비율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된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
31조와 노동법 제15조에 의해 노동연령이 16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1975년부
터 시행된 11년 의무교육체제에 따라 16세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 데 기

67) 그러나 이석(2011)은 25~34세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즉, 2008년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도 징집연령대의 남성인구 대비 남성군인의 비중이 북한
군대의 복무연한(10년)과 비교하였을 때 괴리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였다. 복무연한을 고려하여 징
집연령대의 연령별 군대소집비율을 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북한 군인수는 116만명으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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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이다(Wang and Yin, 2000). 이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노동가능인
구는 군인수가 제외되고, 2003년 이후 군인을 제외한 16세 이상 인구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의 2003년 이전 자료에서 노동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이므
로 15세 인구를 차감하여 16세 이상 인구로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표 A3-1> 북한 인구자료 주요 특징
북한 인구총조사

통계청
(1965~2017)

UN세계인구전망
(1950~2018)

23,350천명

21,103만명(93년)
23,934만명(08년)

21,266만명(93년)
24,310만명(08년)

O (지역별)
X (연령별)

O

X

O (추정)

연령별
(15세인구
명시)

연령별
(15세인구
명시)

2002년 까지:
15세 이상
2003년 이후:
16세 이상

5년단위 연령별
(15세 이상 집계
가능)

1993년

2008년

총인구

21,210천명

군인포함

연령관련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노동인구를 군인을 제외한 16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노동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여인구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통계청 자료를 기본자료로 사용하였다. 다만, 통계청 자료는 2003년 이전에는 노
동가능인구가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되어있는 만큼 15세 인구를 차감해야 한다.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에서 15세 인구는 323.8천명으로 집계되었기에 이를 기준
으로 삼아 UN세계인구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15세 인구68)의 증감율을 적용하여 시
계열을 추정하였다. 한편 1965~90년은 통계청의 노동가능인구가 5년 단위로 제공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되고 있어 중간연도는 연간증가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선형 보간하였다. 1955~64년의 경우 통계청의 노동가능인구가 없기 때
문에 UN자료의 16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수69)를 제외한 인구의 시계열을 추정한
후, 이 계열의 증가율을 통계청의 노동가능인구에 적용하여 1965년 이전의 과거
계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는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68) UN의 세계인구전망에는 10~14세 인구와 15~19세 인구가 제공되고 있어 (10~14세 인구÷5)와
(15~19세 인구÷5)의 평균값을 15세 인구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1993년 15세 인
구는 364천명으로 북한의 인구총조사에서 집계된 323.8천명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
만, UN의 세계인구전망 자료에는 군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15세 인구 추정치의 성장률을
1993년 북한인구센서스 자료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69) 1955~1961년까지 북한의 군인수는 극동문제연구소(1980)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1962~1964년까지는
양운철 외(2011)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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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가능인구(16세 이상, 군인제외)를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본고는 북한의 노동인구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를 사
용하였는데 이는 북한 중앙계획당국의 무실업정책으로 노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청
의 북한 경제활동인구 자료는 1965~90년 기간에 대해 5년 단위로 자료가 제시되
고 있다. 본고는 중간연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선형보간
하였다. 한편, 1955~64년의 노동인구는 노동가능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Wang and Yin (2000)의 1960년 경제활동참가율 60.3%와 통계청의
1965년

경제활동참가율

62.8%를

기초로

1955~1964년중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65년중 해당 참가율의 연간 변동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제활동참
가율에다 앞서 추정된 1955~64년중 노동가능인구를 곱하여 해당기간 경제활동인
구를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2003~09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심한 변동을 보이
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추정하였다. 즉, 2002년과 2010년을 기준으
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선형보간하여 추정한 후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계산하였다.
<그림 A3-1>은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총인구, 노동가능인구, 노동인
구의 추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노동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대까지 증가율이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노동인구의 성장
세는 주춤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반등을 보여주었다. 김석
진(2002)의 노동인구 추정치와 본 연구의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사한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3-1>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및 노동인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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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Capital Stock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Hak Kil Pyo* Taehyoung Cho** Minjung Kim***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capital stock in North Korea from 1955 to 2018, based
on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and then to explain its economic growth. The capital
stock is estimated by decomposing it into construction assets and equipment assets.
Estimates show that North Korea's capital stock increased rapidly from 1955 to 1989,
then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1990s, and recovered since the 2000s. The capital stock
estimate as of 2018 stands at 24% higher than that in 1989. The capital stock/GDP ratio
as of 2018 is around 3.9 times, which is higher than 3.0, the ratio commonly observed in
many advanced economies. The estimated share of equipment capital within total capital
is only 8% as of 2018, which compares with the corresponding rate (32%) during the
1970-1990 period in South Korea.
Growth accounting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 achieved a rapid input-led growth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growth, but has since shown stagnant or sluggish growth,
due mainly to a drop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It suffered from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and after 2000 the low growth pattern was maintained as productivity continued
to remain sluggish amid a lower input growth rate. Since 2017,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plummeted due to a further drop in the input growth rate and a significant drop in
productivity in the wake of sanctions. We believe that the negative GDP growth rate
during the so-called “Arduous March Period,” and the low growth seen in succeeding
periods that has been characterized by idle capacity with a poverty trap, can be explained
by a Harrod (1939)-Domar (1946) model based on the Leontief production function as
outlined in Barro and Sala-i-Martin (1995).
As North Korea's growth conditions have deteriorated significantly due to the embargo
on capital goods, it is required to improve its system that promotes productivity, efficiency
and creativity through innovation i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management of farms
and enterprises. More favorable foreign relations and an active opening policy are also
necessary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and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resulting economic growth.
Despite the estimates of this study, efforts should continue to be made to compare the
historical accumulation process of individual assets, to calculate deflators, and to enhance
the accuracy of production data used in estimating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capital stock estimates in this paper should be understood as preliminary figures, as it is
linked to work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North Korea's other macro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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