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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
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
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
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
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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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일한국에서 통일과 관련한 중요한 재분배정책이 남한(정부 혹은 주민)에 의
해 결정될 수 있다.1) 이러한 견해는 기존 연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다수의 통일 관련 연구에서는 통일 유형이나 통일 방식, 통일
이후 재분배정책에 대해 남한이 주도권을 갖고 제반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을 주도한다.
이러한 시각을 담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염명배 ꞏ 유일호(2011)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통일 방식’ 혹은
‘통일체제’를 제안하였다. 염명배 ꞏ 유일호(2011, p.219)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즉시 완전통합
하는 대신에, 남북 간 철책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 ꞏ 홍콩과 같은 일국
양제(주권은 한국이 확보, 상당기간 북한에 자치권 부여) 혼합형 통일 방식을 일
정 기간 채택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전홍택 편(2012)에서도 남한 중심
의 경제통합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전홍택 편(2012, p.37)에서 ‘남북한이 급진
적으로 정치통합은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
경제를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이하 북한특구)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는 상황을
전제하고’있다. 임수호 외(2016, p.17)에서는 이러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다각
도로 분석하면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 경제통합을 전제’
하고 있다. 급진적 정치통합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을 구상할 수밖에 없
는 이유는 분명하다. 남북한 경제격차로 인해 급진적 경제통합이 초래할 혼란,
그리고 통일 이전의 남한 경제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바
로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50%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 정
치제도 하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 정책이 무난하게 추진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낙관적인 분석이 아닐 수 없다.2) 통일 이전 단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정
책들을 남한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경
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1)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사회, 문화를 포괄) 및 경제가 통합되어 단일정부가
수립된 상태를 일컫는다.
2) 물론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과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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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차치하고라도 북
한 주민들의 정치적 ꞏ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했을 때 통일 계획의 변화는 불
가피할 수 있으며 심지어 통일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이 바람직한가’에 대
해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정적인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조
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생
각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통일 방식이 안정적인 통일을 보
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지적하고 싶다. 경제적 충격을 최
소화하는 ‘바람직한’ 통일 방식을 추구하고 싶지만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ꞏ 경제
적 이해관계가 남한 주민들의 정치적 ꞏ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통일이 무
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정치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통일 직후 남한 중심으로 추
진되는 이주 및 재분배정책을 분석하고 이어서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
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3) 본 연구에서 분
석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남한 중심의 정책으로
서 남한의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선택된다. 이렇게 결
정된 이주 비율은 남한 이주가 가능한 북한 주민들의 최대허용치가 되고 세율은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
정책(이하 북한 참여 정책)으로서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고 통일한국에서의 중
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였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주민들은 이주비용을 관찰한 후 남한으
로의 이주 여부를 결정한다. 남한에는 숙련노동자들과 비숙련노동자들이 공존하
고 남한의 과반수는 숙련노동자들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북한의 모든 노동자들
은 비숙련노동자들이라고 가정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모두
비숙련노동자들이다.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북한의 노동자들은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과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로 구분되며 저생산-비숙련노동
자들이 북한 지역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한편, 남한 중심 정책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남한

3)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통일은 급진적 정치통합, 급진적 경제통합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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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정책 하에서 남한으로의 이주를 선택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선택한 재분배정책을 따를 수도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다.4)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재정독립을 선언할 경우 이들 가운데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
는 세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진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는 중위투표
자가 남한의 숙련노동자들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완전 이주를 선호하지만 소득재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5) 완전 이주에 따라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지만 상당한 이주비용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남
아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북한의 중위투표자가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중심 정책은 북한의 재정독립을 초래한다.
둘째,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통일한국의 중위투표자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율을 선택한다.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통일한국의 중위투표자가 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비율은 남한
중심 정책에서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 경우 북한의 중위투표자(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들은 재정독립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정독립을 통해서
북한 내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전소득 보다 남한으로부
터 얻는 이전소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의 세율이 남한 주민(비숙련)들과 북한 주민들 사
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남한 주민들의 상대적 협상력이 클수록 소득재분
배 강도는 약화(세율 인하)되고 실제 이주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협상력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강도는 강화(세율 인상)되고 실제 이주비율
은 하락한다.
본 연구는 Cohen and Razin (2008), Razin and Sadka (2010), Razin, Sadka
and Suwankiri (2011)의 정치경제모형을 기초로 남한과 북한 실정에 맞게 모형을

4) 이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북한 주민들은 일정한 확률로 고생산-비숙련노동자가 되거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가 된다. 과반수는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라고 가정한다.
5)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이 추진되는 통일한국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현재 대
한민국의 소득재분배 현실과 배치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남한 중심 재분배정책의 함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통일 유형(혼합형 통일 방식, 북한 특구,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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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및 변형하였다. Cohen and Razin (2008)은 어떤 유형의 이주정책을 채택하
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분석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주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재분배정책이 확대될 때 숙련노동의 유입을 선호할 가능성
이 높아 숙련노동의 비율이 상승한다. 이주가 자유로운 경우 재분배정책이 확대
될 때 비숙련노동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의 비율이 상승한
다. Razin and Sadka (2010)는 수용국(host country)과 출신국(source country)으로
이루어진 2국가 정치경제모형을 설정하여 노동에 대해서도 경쟁적인 감세정책
(race to the bottom)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모형의 분석 결과, 이주정책
이 도입될 때 한 국가에서 세율이 상승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세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Razin, Sadka and Suwankiri
(2011)은 기존의 정치경제학 모형들을 확장하여 전략적 투표와 세대간 소득재분
배 문제를 이주문제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2국가 정치
경제모형을 근간으로 하지만, 통일 상황을 상정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고려하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로
구성된 정치경제모형과 이주 및 재정독립에 대한 의사결정을 소개한다. 이어서
남한 중심의 소득재분배정책과 북한 참여 소득재분배정책을 구분하여 정의한다.
Ⅲ장에서는 모형의 정성적 ꞏ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통해 남한 중심 정책과 북한 참
여 정책에서 예상되는 이주 규모와 세율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Ⅱ장의 모형에
서 고려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변형을 살펴보는데, 하나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의 대체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
민들 사이에서의 협상이다. Ⅴ장의 맺음말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모형
1. 남한 경제
남한에는 두 유형의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숙련노동자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비숙련노동자들이다. 편의상 숙련노동자들(skilled)을 유형  라고
부르고 비숙련노동자들(unskilled)을 유형  라고 부른다. 숙련노동자들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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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현한다.  는 1/2 보다 크다. 남한의 인구를  이라고 하면 숙련노동자들의

수는  , 비숙련노동자들의 수는    과 같다. 따라서 남한 내에서의 과반
수(majority)는 숙련노동자들이 된다.
유형  (  또는  ) 노동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여기서  는 소비,   는 노동시간,  는 노동공급 탄력성을 가리킨다. 예산제약
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세율,   는 시간당 임금으로 숙련노동자들은   를 받고 비숙련노
동자들은   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는 이전소득을 가리킨다. 효용극대화문제로
부터 최적 노동시간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또는  를 가리킨다.
남한 경제의 생산함수는 두 유형의 노동에 대해 규모수익불변 콥-더글라스 생
산함수를 가정한다.

      

(4)

여기서  는 남한 경제의 산출량,  는 남한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는 남한
경제 숙련노동의 총노동시간,   는 남한 경제 비숙련노동의 총노동시간을 가리
킨다. 이윤극대화 1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6)

남한 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로 표현하고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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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로 표현한다. 여기서  은 북한 주민 가운데 남한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가치함수를 세율  와 이주비율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주규모에 따라서 남한의 임금(   ,   )과 이전소득(  )의 크기가 변하
기 때문이다. 효용함수에 최적노동시간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가치함수를 구할 수 있다.
   


         

(7)

여기서 숙련노동의 경우    , 비숙련노동의 경우    가 된다.

2. 북한 경제
북한의 노동자들은 모두 비숙련노동자들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 내부에도 대학교육을 이수한 숙련노동자들이 존재
한다. 그러나 남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육의 질적 차이 때문에 비숙련노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6)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통일 이전과 이후
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한되어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숙련노동자들이 지
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으나 의미있는 규모의 숙련노동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비숙련노동자들은 남한으로의 이주여부를 결정하는데 남한으
로 이주할 수도 있고 북한에 남을 수도 있다. 북한 비숙련노동자들은 이주를 결
정하기에 앞서 이주에 수반되는 이주비용  를 관찰한다. 랜덤변수인  는 효용단
위로 표현하며 구간   
  에서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 이주비
용은 실제로 이주를 할 때에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주와 관련한 보다 구
체적인 의사결정은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된다. 북한의 인구를   , 남한으로 이주
한 사람들의 비율을  으로 표시하면 북한에 남는 사람들의 수는     와
같다.
한편, 북한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의 확률로 생산성이 낮은 저생산-비숙
련노동자가 되고    의 확률로 생산성이 높은 고생산-비숙련노동자가 된다. 
는



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수는

6) 문외솔(2015)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비숙련노동자들로 간주하여 평균 교육수준을 9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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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수는       가 되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는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과반수가 된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의
중위투표자(median voter)는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다.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
의 상대적 생산성을   로 표현한다. 고생산성-비숙련노동자들의 생산성이 1이라
면   는 1보다 작다.
이어서 북한 노동자들의 효용함수를 표현한다. 이주여부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는 생산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남기로 결정했을 때의 북한 비숙련
노동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용으로 표현한다.

            

(8)

여기서   는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   은 저생산-비숙련노동자
들의 가치함수를 가리킨다. 각각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ax     

 





(9)



(10)

제약식            이다. 그리고,






   max     

 



제약식              이다. 여기서  와  는 북한 지역의 세율과 이
전소득을 가리킨다. 통일 이후 북한과 남한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이전소득
도 동일하다면    ,    가 된다. 북한이 재정측면에서의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서  와  를 남한의 세율(  ) 및 이전소득(  )과 구
분하였다.
고생산 및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최적노동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다.
        



           

(11)


(12)

이어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노동자들의 효용함수를 표현한다. 남한으로 이
주한 노동자들은 남한의 임금(비숙련임금)을 받고 남한의 소득재분배정책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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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효용함수는 북한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다르게 표
현해야 한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노동자들의 효용함수   은 다음과 같다.






        

(13)

         

(14)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을 가리킨
다.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생산성을 1이라고 했을 때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  는 1보다 작다. 이주노동자들의 최적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15)

이주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으로 표시한다.
    


          

(16)

북한 경제의 생산함수는 (비숙련)노동에 대해 선형인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17)

여기서   는 북한 경제의 산출량,   는 북한 경제의 시간당 임금(또는 총요
소생산성),   는 북한 경제 비숙련노동자들의 효율단위노동을 가리킨다.

3. 통일 유형과 이주, 소득재분배정책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통일 유형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을 수반하는 통일이다. ‘남한 중심 이주 ꞏ 재분배정책’ 또는 간략하
게 ‘남한 중심 정책’이라고 부른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형태의 통일로서, 남
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분배정책을 도출한다. 이를
‘북한 참여 정책’이라고 부른다.
남한 중심 정책과 북한 참여 정책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주(migration)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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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중심 정책에서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를 남한에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주 규모가 통제되는 제도(controlled migration)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북한 참여 정책에서는 이주에 대한 제약을 부여하지 않는 자유로운 이
주제도(free migration)를 전제로 한다.7) 소득재분배정책은 일정한 소득세율을 통
해 확보한 조세수입을 모든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통상적인 재분배정책
을 의미한다. 두 가지 통일 유형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재정독립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재정독립은 북한 내에서의 소득재분배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주
요 의사결정의 순서는 다음 그림과 같다.8)
이주 및 소득재분배정책은 과반수 유형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따
른다고 가정한다. 남한 내에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노
동자들(숙련 및 비숙련)만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내에서만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두 유형의 노동자들(고생산- 및 저생산-비숙련노동자)만
고려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북한의
고생산-비숙련 및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을 모두 비숙련노동자들로 간주한다.

<Figure 1>

Timeline of the Decision-Making for the North

7) 이주 규모가 통제되는 제도(controlled migration)와 자유로운 이주제도(free migration)에 대한 논의는
Razin, Sadka and Suwankiri (201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8) 급진적 통합인가 아니면 점진적 통합인가 하는 기존 통일 논의의 틀에서 남한 중심 정책과 북한 참여
정책을 해석할 수 있다. 급진적 통합의 틀에서의 남한 중심 정책이란 사전에 계획된 남한 중심의 통일
시나리오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점진적 통합의 틀에서 남한 중심 정책은 구체적
인 통합 방식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북한 참여 정책과 관련해
서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 모두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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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주
북한 (저숙련)노동자들의 이주결정은 내생적이다. 이주비용  를 관찰한 후 남한
으로 이주하는 것이 북한에 남는 것보다 좋다면 이주를 선택한다. 북한에 남을 경
우              를 얻지만 남한으로 이주할 경우  
을 얻는다. 이 때  만큼의 이주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서  는 지시함수로서 재정독
립을 선언할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이주비용  를 관찰
한 북한의 비숙련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이주를 선택한다.

    ≥                
랜덤변수

가

  
  에서

균일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18)
이용하면

  ≥                일 때, 북한주민들 가운데 이주
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  )은 다음과 같다.

                   



(19)

만일                 이면    이다.9)

나. 남한 중심 정책과 재정독립
남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 ꞏ 재분배정책(남한 중심 정책)을  
 로
표현한다.10) 여기서  는 소득세율,  는 이전소득, 
 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북
한 주민을 남한에서 수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주 쿼타 변수로서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갖는다. 숙련노동자가 남한의 과반수이므로, 남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
하는 세율(  )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주 허용규모( 
 )는 다음 숙련노동자들의
극대화문제를 통해 찾을 수 있다.
   
max








 







(20)

9)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분석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질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비용이라는 하나의 랜덤변수로 모든 가능한 측면의 이질성을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주를 결
정하는 북한 주민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질성의 차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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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1)



    



통일과 함께 일정비율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한 다음, 북한 주민들의
유형(고생산 및 저생산)이 결정되고 이어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분배
정책(재정독립 정책)   가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 내
에서의 과반수는 바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다.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
남한 중심 정책  

어지면 실제로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비율이 결정된다. 남한 중심 정
 으로 표현한다.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책 하에서의 실제 이주비율을 
 가 되고 재정독립 재분배정책   하에서 북한의 저생
가치함수는   
 가 된다.
산-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가  
 보다 크다면 통일 이후 북한은 재정독립을 선포한
다. 재정독립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22)

다. 북한 참여 정책과 재정독립
북한 참여 정책은 자유로운 이주제도(free migration)를 가정한다. 재분배정책
은 남북한 주민들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하는 유형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
율과 이전소득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로 표현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이주비율을 
 으로 표현한다. 남한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주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에 해당하는 숙련노동자들과       에 해당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한다.
    
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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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이 성립하면 통일 이후 과반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남한 및 북
 
  은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
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된다. 북한 참여 정책 

수를 극대화한다.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
수와 북한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의 가중평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독일 통
일 사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90년 통일독일의 총선에서 서독
출신의 헬무트 콜 총리와 외무장관 겐셔가 이끈 보수-자유연합이 승리한 것을
보았을 때(이종규 외, 2017, p.11) 북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남한에서 출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남한 비
숙련노동자들의 그것과 합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숙련도(skill)나
소득의 스펙트럼에서 북한의 비숙련노동자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남
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이 전체 남북한 비숙련노
동자들을 대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11)


 
  arg max  

(23)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실제로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비율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으로 표현한다.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
 
 
 가 되고 재정독립 재분배정책   하에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는   

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가 된다.      

가   
 
 
 보다 크다면 북한 참여 이주 ꞏ 재분배정책 하에서의 통일 이후 북한
은 재정독립을 선포한다. 재정독립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24)

4. 정부의 예산제약
가. 통일정부
통일 이후 수립되는 정부는 남한 중심 및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통일한국 주
민들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동일한 규모의 이전소득을 지급한다. 통일정

11)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북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IV장에
서는 두 그룹의 노동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재분배정책을 선택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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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세율이 
 로 주어졌을 때 이전소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5)

남한 중심 정책의 경우 
  , 북한 참여 정책의 경우 
 
 가 된다. 위 식에서
은

균형에서의

실제

이주비율을

의미하며

남한

중심

정책의

경우

 
≤ 
  , 북한 참여 정책의 경우   
 이다.

나. 재정독립
북한이 통일 이후 재정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북한 내에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
립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독립 재분배정책은   와 같다. 균
형재정을 가정하며 북한 주민들의 이전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6)

5. 균형의 정의
가. 남한 중심 정책의 정치경제균형(politico-economic equilibrium)
남한 중심 정책의 정치경제균형은 가치함수   ,   ,   ,   ,   ,

     , 세율(  ), 이전소득(  ), 이주비율( 
 ), 실제 이주비율(
 ), 재정독립 의사
결정(  ), 임금(   ,   ), 재정독립 하에서의 북한 세율과 이전소득(  ,  )으로 구
성되며 다음을 충족한다.
 는 남한 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를 극대화한다.
⑴ 세율  와 이주비율 
 은 다음을 충족한다.
⑵ 세율  가 주어졌을 때 실제 이주비율 


      
          
 


 min max 
 (27)













 이 주어졌을 때, 이전소득  는 정부의 균형재정
⑶ 세율  와 실제 이주비율 

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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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재정독립 하에서 (  ,  )는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를 극대화한다.12)

⑸ 세율

,

이전소득

,

실제

이주비율


가

주어졌을

때,

  
   
 이면    , 그렇지 않으면    이다.

⑹ 노동시장은 균형이다.

나. 북한 참여 정책의 정치경제균형(politico-economic equilibrium)
북한 참여 정책의 정치경제균형은 가치함수   ,   ,   ,   ,   ,

     , 세율( 
 ), 이전소득( 
 ), 실제 이주비율(
 ), 재정독립 의사결정( 
 ), 그리
 , 
  ), 재정독립 하에서의 북한 세율과 이전소득(  ,  )으로 구성되며
고 임금(

다음을 충족한다.
⑴ 세율 
 은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를 극대화한다.
⑵ 세율 
 이 주어졌을 때 비숙련임금 
  와 실제 이주비율 
 은 다음을 충족
한다.

 
 

              


 



    





(28)



    
     
     

 




        
 

 






(29)

 과 실제 이주비율 
 이 주어졌을 때, 이전소득 
 은 정부의 균형재정
⑶ 세율 

을 충족한다.
⑷ 재정독립 하에서 (  ,  )는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를 극대화한다.
⑸ 세율


,

이전소득


,

실제

이주비율


이

주어졌을

     
  
 
 
 이면 
  , 그렇지 않으면 
  이다.
⑹ 노동시장은 균형이다.

12)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지역의 세율과 이전소득의 결정은 부록 3(재정독립)을 참고할 수 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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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남한 중심 정책과 북한 참여 정책의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수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모수들에 대한 가정을 간략히 소개한 후 모형의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1. 남한 모수설정
남한의 인구  은 1로 설정하고 남한의 숙련노동자들의 비율  는  로 설정
한다. 우리나라 노동공급 탄력성을 추정한 문외솔 ꞏ 송승주(2016)에서와 같이 노
동공급탄력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는 1/4이 된다. 남한 생산함수의 파라미터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우선 이주비율이 0일 때 남한 지역의 숙련프리미엄

은  (     )가 된다. 숙련프리미엄이  로 주어진다면 생산함수 파라미터  는
 와  로 표현할 수 있다.

   

 

     


(30)

본 연구에서는 숙련프리미엄  를 1.3으로 설정하여 남한의 숙련임금이 비숙련
임금 보다 30퍼센트 가량 높다고 가정한다.  가 1.3일 때 생산함수 파라미터 
는 0.738이 된다. 남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는 이주가 일어나지 않
을 때 남한 비숙련임금   가 1의 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는 2.157이 된다.

2. 북한 모수설정
북한 인구   는 남한 인구의 50퍼센트로 설정한다. 따라서   는 0.5와 같다.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북한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가운데 저생산비숙련노동자가 될 확률  는  로 설정한다. 북한의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임
금은   와 같다.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남한의 1인당 소득수준의 1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추정된다.13) 이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를 남한 비숙련임금(   )의
13) Mun and Yoo (2012)는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5% 정도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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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퍼센트로 설정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1인당 GDP의 4% 수준이 된다.
  가 1이므로   는 0.1이 된다. 이주에 수반되는 이주비용  는 구간   
  에서

균일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는 북한지역 임금   의 10배라고 가정한다.
 는 1이 된다.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가 1의
따라서 

값을 가질 경우 실제 이주비율은 약 24% 정도가 된다.
김창권(2010)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주민들
은 약 250만명으로, 통일 당시 동독인구가 1,600만명에서 1,700만명이었다는 사
실을 감안하면 동 수치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14) 1989년과 1990년을
포함할 경우 이주민들의 수는 388만 명으로 추산되며 통일 당시 동독인구의 1/4
에 달한다.15) 김창권(2010)의 수치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주라는 점
에서 본 연구와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급진적 경제통합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주 인센티브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출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정부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면 더 많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혹은 여타 주변국으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한편, 통일 이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100만명에서 600만명 정도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16) 본
  에서의 이주비율은 약 500만명으로, 기존 연구
연구에서 설정한 파라미터 

들의 추정치에서 상계(upper bound)에 가깝다고 하겠다.
남한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북한 이주민들의 생산성은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
과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생산성 차이를  로 표현하였다. 이주
민들의 상대적 생산성  는 0.5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가운데  의 확률로 저생산-비숙련노동자가 되고    의 확률로 고생산비숙련노동자가 된다.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을   로 표현하였
고   는 0.8로 설정한다. 북한 주민들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남한 주민들과 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파라미터 가운데 
 (이주비용의 상한)와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값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14) 김창권(2010) 표4
15) Ibid, 각주 10.
16) 박진(1996), 구성열(1997, 2000), 김홍배 ꞏ 임재영(1997), 선한승(1998), 서청석 ꞏ 최영준(2003), 이영훈
(2009), 조동호(2012), 남기찬 ꞏ 민성희(2014), 신혜원 ꞏ 김의준(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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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 각각 벤치마크 값(1과 0.8) 이외의 값을 갖는 경우도 함께 살펴볼 것

이다.

3. 남한 중심 정책
남한 중심 정책의 중요한 함의는 다음과 같은 정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정리(Lemma).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결정되는 세율, 이전소득 및 이주비
율은 각각    ,    , 그리고 
  과 같다.17)
보조정리에 따르면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이 추진되는 통일한국에서는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재분배
현실과 배치된다. 보조정리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남한 중심의 통
일 유형(혼합형 통일 방식, 북한 특구,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등)의 결과를 압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주비용 
 에 대한 벤치마크 값은 1로 설정하였다. 
 가 변하는 경우 숙련임
금, 비숙련임금, 그리고 실제 이주비율 
 은 <Figure 2>와 같다. 여타 파라미터
값들이 변하지 않을 때 
 가 1인 경우 실제 이주비율 
 는 0.24와 같다. 
가 작
아질수록 실제 이주비율이 1에 가까워지고 북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이주함에 따라 남한의 비숙련임금은 하락한다.18) 남한 경제의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불변 콥-더글라스 형태를 갖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이 증가할 때 숙련임금은
상승한다.

17) 증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18)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교육 등의 방법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한다면 북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남한
에 유입될 때 비숙련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자료를 분석한 McHenry
(2015)는 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유입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학업 성적과 교육연수가 증가하는
한편, 비교우위를 갖는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임금 하락을 완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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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tual Migration and Wages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Figure 3>

Tax and Transfer of the North under Fiscal Independence

이어서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살
펴본다.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에 대한 벤치마크 값을 0.8
로 설정하였다.   가 벤치마크 값 근방에서 변하는 경우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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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  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결과는 <Figure 3>와 같다.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가 감
소할수록 북한 내 두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저
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과반수를 형성하며 이들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보다 적극
적인 재분배정책을 원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상승한다.
  가 0.8일 때 가장 선호하는 세율  는 27.7%이다.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가 높을수록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하락하고, 상대적
생산성   가 낮을수록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상승한다.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통일 이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전소득  는 매우 낮
을 수밖에 없다.
여타 파라미터들이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가 0.8(벤치마크 값) 주변에서 변하는 경우 재정독립을 선언할
때 이들(저생산-비숙련)의 가치함수와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의 가치함수를 비교
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재정독립
하에서 더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벤치마크 파라미터 값들이 주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은 반드시 재정독립을 선언한다.

<Figure 4> Value Functions for the Low-Productivity Unskilled of the North:
Fiscal Independence versus South-Drive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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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Proposition).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재정독립을 선언한다.19)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재분배정
책이 배제된 남한 중심 정책 보다는 재정독립을 선호한다. 재정독립 하에서는 북
한의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과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 사이에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세율이 0일 때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 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소득재분배를 선호한다.20)

4. 북한 참여 정책
북한 참여 정책에서는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비숙련노
동자들을 대표하므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채택된다. 이 때 비숙련임금
과 실제 이주비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Figure 5>는 
 가 변하는 경우 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보여
준다. 
 가 1인 경우 최적 세율은 29.9퍼센트, 이전소득은 0.24가 된다. 북한 참
여 정책에서 비숙련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전소득은 통일 이전 비숙련임금의 24
퍼센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주비용 
 가 변함에 따라 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달라진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적 세율과 함께 결정되는 실제 이주비율 
 과 임금수준도
이주비용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결과는 <Figure 6>와 같다.

19) 증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20) 만일 북한의 고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 또는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수준(   )이 1과 같다면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의 소득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 따라서 과반수를 구성하는 그룹은 남한 중심 정책을 수용하는 것과 재정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무차별해진다. 이는 남한 중심 정책을 수용할 때의 가치함수와 재정독립을 선언할 때의 가치함수


가  

  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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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d Transfer under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Figure 6> Actual Migration and Wages under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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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alue Functions for the Low-Productivity Unskilled of the North:
Fiscal Independence vs. North-Participation Regime

주어진 벤치마크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북한 참여 정책은 재정독립을 야기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Figure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저생산-비숙
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가 0.8의 값을 가질 때, 비숙련노동자들이 북한 참
여 정책을 통해 얻는 가치가 재정독립을 통해 얻는 가치 보다 크다. 이러한 차이
는   의 벤치마크 값 주변에서 매우 강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후생 비교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의 남북한 주민들의 후생수준과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는 북한의 저생산-비
숙련노동자들이 재정독립을 선택하여 북한 내에서만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독립이 선언되는 경우를 통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정책의 후생을 비교하기 위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효용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
하여 후생을 계산한다.21)
<Figure 8>과 <Figure 9>는 각각 이주비용의 상한과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

21) 후생계산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5가지 유형의 노동자들(북한 저생산-비숙련, 북한 고생산-비숙련,
북한 이주민, 남한 비숙련, 남한 숙련)이 존재하는데 북한 이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가중치는 이주비
율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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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이 변할 때 남북한 주민들의 평균 후생수준을 보여준다.
이주비용의 상한 값과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값들이 변
하더라도 평균 후생수준은 재정독립을 야기하는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더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 Migration Costs and Welfare:
South-Driven vs. North-Participation Regimes

<Figure 9> Productivity and Welfare:
South-Driven vs. North-Participation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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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현저히 낮고 이들의 상대적 가중치는 여전히 높지
만 남북한 주민들의 효용함수가 소비(소득)에 대해 선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수반하는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의
평균 후생수준은 재정독립을 야기하는 남한 중심 정책에서의 평균 후생수준 보
다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Ⅳ. 노동의 대체가능성과 협상의 문제
본 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몇 가지 가정들이 바뀔 때 모형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으나 두 가지 문제
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대체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누가 세율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대체가능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가정했던 남한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로 변형한다. 두 번째로 북한 참여 정책에서 중위투
표자는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라고 가정했으나 본 장에서는 남한의 비숙련노
동자들과 북한의 비숙련노동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세율 등의 재분배정책
규모가 결정되는 상황을 생각해본다.

1.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대체 가능성
남한의 생산함수가 숙련노동   와 비숙련노동   에 대해 다음과 같은 CE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31)

여기서  는 대체탄력성을 가리킨다.  가 1 보다 작은 경우 숙련노동과 비숙련노
동은 보완관계(gross complements)를 갖고  가 1 보다 큰 경우 두 생산요소는 대체
관계(gross substitutes)를 갖는다.  가 1의 값을 갖는 경우 위 생산함수는 콥-더글라
스 형태가 된다. 숙련-비숙련임금비율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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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숙련임금과 비숙련임금은 각각 다음과 같다.







           

 



   




  

    
 


 




       






(33)



 



  
  
   
    

 











    


(34)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함수(CES생산함수)를 가정하더라도 보조정리
(Lemma) 및 정리(Proposition)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재정독립 및 북한 참여 정책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함의도 크게 바뀌
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대체탄력성 파라미터  가 1/2의 값을 갖는 보완관계와 
가 2의 값을 갖는 대체관계를 비교한다.
 가 1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 숙련임금 프리미엄  를 1.3으로 설정하

여 생산함수 파라미터  를 계산하였다. 생산함수가 CES 형태를 갖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를 계산한다.  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는 경우  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5)

여기서 이주비율이 0일 때  는 1.3,  는 0.67,  는 1/4로 설정한다.  가 1/2인
경우  는 0.8594와 같고  가 2인 경우  는 0.6568과 같다.
우선 생산함수 대체탄력성  에 따라서 이주비율  이 변할 때 숙련임금과 비
숙련임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ure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주비율이 일정할 때 대체탄력성이 클수
록 숙련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숙련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관계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보완관계와 대체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주
비율이 상승할 때 보완관계에서 보다 대체관계에서 숙련임금은 덜 상승하고 비
숙련임금은 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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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igration and Wages under CES Function
skilled wage

unskilled wage

Note: It is assume that the migration rate is zero. Production parameter α is pinned down
such that the skill premium is equal to 1.3 and parameter Α is set such that the
unskilled wage rate is equal to 1.

대체관계에서 비숙련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다는 사실은 이주와 관련해
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 참여 정책에서 이주비율은 다음 식을 따라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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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기서            , 
 는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
  은 이주비율 
을 가리키고 비숙련임금 
 의 함수가 된다. 남한에서의 생산함수

가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에서 보완관계를 갖는 경우와 대체관계를 갖는
경우 이주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Figure 1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생산함수가 대체관계를 보일 경우 이주비율을
결정하는 식의 우변을 나타내는 곡선 RHS는 <Figure 11>과 같이 위쪽으로 이동
한다. 따라서 이주비율은 상승한다. 대체탄력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가 1/2의
값을 갖는 경우(보완관계)와 2의 값을 갖는 경우(대체관계)를 비교할 때  가 2의
값을 갖는 경우 이주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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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Function and Migration Rate

<Figure 12> Actual Migration Rate and Wages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and CES Function
gross complements   

gross substitutes   

<Figure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관계(    )일 때 실제 이주비율이 전
반적으로 더 높고 숙련임금은 더 낮으며 비숙련임금은 더 높다. 따라서 숙련임금
과 비숙련임금 사이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다.
남한 경제의 생산함수가 일반적인 CES 형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재
정독립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저생산-비숙
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분배정책이나 가치함수는 동일하다.22) 북한의 저
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항상 재정독립을 선택한다.

22)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분배정책 및 가치함수는 부록의 <Figure A1>과
<Figure A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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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의 중위투표자는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다.  가 1/2
인 경우(보완관계)와 비교했을 때  가 2인 경우(대체관계) 실제 이주비율과 비숙
련임금이 더 높다.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들이 서로 대체관계이고 이주비율과 비
숙련임금이 주어졌을 때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선택
하게 된다.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의 이주를 결정
하고 이들은 남한에서 비숙련임금을 받는다. 이 때 비숙련임금이 상대적으로 크
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 인하해서 얻는 효용의 증가분이 이전소득
감소에 따른 효용의 감소분보다 크다. <Figure 13>은 대체탄력성이 서로 상이할
 의 변화에 따른 세율 
 의 차이와 이전소득 
 의 차이를 보여준다.
때 이주비용 

<Figure 14>는 대체탄력성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의 변화에 따른 실제 이주비율, 숙련임금, 비숙련임금을 차이를 보여
이주비용 

주고 <Figure 15>는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   ) 변화에 따
른 가치함수 차이를 보여준다. <Figure 14>는 남한 중심 정책에서 언급했듯이 대
체탄력성이 클수록 실제 이주비율은 상승하고 숙련임금과 비숙련임금 사이의 임
금격차는 축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Figure 12>의 남한 중심 정책 하에
서의 실제 이주비율(26.2%)과 비교했을 때 <Figure 14>에서의 실제 이주비율은
21.6%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남한으로의
이주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Figure 13> Tax and Transfer under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and
CES Function
gross complements   

gross sub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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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ctual Migration Rate and Wages under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and CES Function
gross complements   

gross substitutes   

<Figure 15> Value Functions for the Low-Productivity Unskilled of the North:
Fiscal Independence vs. North-Participation Regime
gross complements   

gross substitutes   

Note: The value function of fiscal independence does not depend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The model ‘benchmark’ refers to <Figure 7>.

마지막으로 <Figure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한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재정독립 보다는 북한 주민
들의 선호가 반영되는 북한 참여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남한과 북한 비숙련노동자들 사이의 협상
북한 참여 정책에서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중위투표자가 되지 못하거나 북
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두 그룹의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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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협상의 문제를 보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우선 협상
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 유형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고 가정한다. 협상이 두 그룹(전체 북한 주민과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 사이에
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협상문제를 보다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
째는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 사이의 협상
이 결렬될 경우 자연스럽게 남한 중심 정책이 시행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가
정을 도입하면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외부대안은 남한 중심
정책이 시행될 때 얻게 되는 가치함수가 된다. 그런데 첫 번째 가정에 따라서 북
한 주민들의 외부대안은 저생산일 때의 가치함수와 고생산일 때의 가치함수의
가중평균이 된다. 북한 주민의 외부대안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재정독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의 외부대안은 다음 두 가지 기댓값 가운데 더 큰 기댓값으로
설정한다. 첫 번째 기댓값(고생산 vs. 저생산)은 남한 중심 정책이 실현될 때 재정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로서        로 표현한다. 두 번째 기댓값(고생
산 vs. 저생산)은 남한 중심 정책이 실현될 때 재정독립을 선언하는 경우로서

        로 표현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대안   는 다음과 같다.
   max               

(37)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외부대안은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의 가치함수와 같다.
   

  


(38)

 의 함수
여기서 비숙련임금   는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의 실제 이주비율 

가 된다.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내쉬 협상문제를 상정한다. 내쉬 협상문제는 북한 주민
들의 협상에 따른 잉여(surplus)와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잉여의 기하평균으로
표현한다.
  arg max              

(39)

여기서      는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잉여를 가리키고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65

는 북한 주민들의 잉여를 가리키며  는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협상력을
가리킨다.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가정할 경우 세율에 대한 1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40)


    
      
                    



 







여기서           ,

 
                          

  


   



   
이다.  가 1이어서 모든 협상력을 남한의 비숙련노동


자들이 갖는다면 1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23)
   
   
 
          










(41)

분석의 편의상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협상력  를 0.3으로 설정한다.
전체 비숙련노동자들(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 가운데 남한의 비
숙련노동자들 비중이 약 30%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다. 벤치마크 협상에서는 북
한 주민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가정한 것이다. 참고로  가 0과 1 사이
에서 다양한 값을 가질 때 어떤 세율이 결정되는가도 살펴본다.
이주비용 
 가 변하는 경우 내쉬 협상문제에서 잉여의 (기하)평균을 극대화하
는 세율을 찾아보았다. 
 가 1인 경우 최적 세율은 42.6퍼센트, 이전소득은 0.32
가 된다. 결과는 <Figure 16>과 같다. 
 가 변할 때 세율 및 이전소득의 변화는
<Figure 5>와 유사하다.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극대화하는 세율
또는  가 1일 때의 세율 29.9퍼센트 및 이전소득 0.24와 비교해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이 협상력을 갖게 될 때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율은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3) 다음 결과는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를 극대화할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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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ax and Transfer under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and
Bargaining (  =0.3)

<Figure 17>은 실제 이주비율과 임금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주비용 
가
증가할 때 실제 이주비율은 하락하고 그로 인해 비숙련임금은 상승하지만 숙련
임금은 하락한다. 앞서 살펴본 <Figure 6>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Figure 17> Actual Migration and Wages under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and Bargaining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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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Value Functions for the Low-Productivity Unskilled of the North under
Bargaining: Fiscal Independence vs. North-Participation Regime

Note: The model ‘benchmark’ refers to <Figure 7>.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세율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다 적극
적인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실제 이주비율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극대화하는 경우 벤치마
크 파라미터( 
  )에서 실제 이주비율은 약 16.3퍼센트 정도였지만 내쉬협상
(    )의 경우 실제 이주비율은 13.1퍼센트에 불과하다.
<Figure 18>은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이 재정독립을 선택했을 때의 가
치함수와 북한 참여 정책을 수용했을 때의 가치함수를 비교한 것이다. 재정독립
을 선택했을 때의 가치함수는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북한 참여 정책
을 수용했을 때는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가치함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Figure
7>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협상이 불가능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치함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협상력  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소개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남한의 협상력  가 작아질수록 세율은 상승하고 이주비율은 하락한다.
이주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숙련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숙련임금은 상대
적으로 하락한다. 남한 협상력  의 변화에 따른 세율 및 이전소득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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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lative Bargaining Power
tax and transfer

migration and wages

<Figure 19>의 왼쪽과 같고 이주비율과 숙련 및 비숙련임금의 변화는 오른쪽과
같다.
남한(비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협상력이 1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최적 세율은
점차 상승하고 그에 따른 이전소득도 늘어난다. 북한 주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록(  가 작아질수록)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실현되기 때문에 남한으로의
이주는 감소하고 숙련-비숙련임금 격차도 점차 축소된다.

Ⅴ. 맺음말
점진적 경제통합을 위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본 논문에서 살펴본 남한 중
심의 정책이라고 해석해보자. 그렇다면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에서 대두될 수 있
는 첫 번째 문제는 북한 지역으로의 다양한 지원(인프라건설과 소득지원)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까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대북지
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건설이
나 경제활성화 지원일 경우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에서는 북한지역 재정독립의 인
센티브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통일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독립 인센티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분배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남한의 숙련노동자들이 통일
이 되는 것을 선호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재정독립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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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하에서 ‘남한 숙련
노동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재정독립을 야기하지 않는 재분배정책’이 구속력
(commitment)을 갖도록 사전에 결정될 수 있다. 재정독립을 야기하지 않는 재분
배정책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선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재분배욕구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모형은 그 자체로 한계
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경제모형은 기본적으로 정태적이다.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남한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완전 신축적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
주할 경우 실업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다양한 이전지출과 공공서비스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지출의 격차,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남한 지역 및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이질성을 단순화하였다. 특히, 남한 지역의 경우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만 존
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소득분포를 적용하지 못한 점 또한 본 연구
의 한계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모형에 시간을 도입하여 동태적 의사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에 등장했던 북한 주민들의 이주비용에는 미래에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주비용을 투자의 관점에서 해
석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마찰이 존재할 경우 실업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
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Harris and Todaro (1970) 모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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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록
1. 균형임금
통일 이후 남한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북한 주민들의 비율이  일 때 남한
지역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은 각각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이다.

2. 남한 중심 정책
분석의 대상을 남한으로 한정할 경우 남한의 과반수는 숙련노동자들이다. 따
라서 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  )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주 허용규
모(migration quota, 
 )는 다음 극대화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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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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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 쿼타( 
 )는 실제 이주비율과 다를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주비율이 반드시 이주 쿼타 보다는 작아야 한다. 남한 중
심 이주 ꞏ 재분배정책에서의 세율  는 0, 이주 쿼타 
 는 1과 같다. 세율  가 0인
경우 소득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소득  는 0이 된다.
보조정리(Lemma).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결정되는 세율, 이전소득 및 이주
쿼타는 각각    ,    , 그리고 
  과 같다.
증명: 증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한 이주 쿼
타  에 대해서  는 0이라는 것을 보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 0일 때 이주
쿼타  은 1이라는 것을 보인다.
이주 쿼타  이 주어졌을 때 세율  에 대한 극대화문제 (P1)을 풀면 다음과
같은 1계조건을 얻는다.



              ≤ 



   
여기서    ,


 
                            

  


    



       



     
.


임의의

에

대해서




      이 성립한다.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i)  ∈  그리고      이라고 해보자. 1계조건은 등호로 성립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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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는 1보다 커야 한다. 모순이다.

(ii)  ∈   그리고      이라고 해보자. 1계조건은 등호로 성립
한다.


  .
   

    

이 경우  는 0보다 작아야 한다. 모순이다.
(iii)  ∈  그리고      이라고 해보자. 1계조건은 등호로 성립
하므로



      .



      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모든  에 대해서    이어
야 한다.
 가 1일 때 극대화된다. ■
   를 가정한다. (P1)은 이주 쿼타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실제로 이주를 선택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율 
은
다음을 충족한다.




      
 max       
          
 



참고로, 임의의  와  , 그리고

 에 대해서 가치함수

   및

      은 각각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등호는 최적노동시간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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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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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와

 는

다음

재정독립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가치함수

        
 와         
 는 
 과 무관하다.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는 다음과 같다.

 








      
  


(A1)

참고로 이들의 숫자는   
  이다.

3. 재정독립
북한에 남기로 결정한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은 북한 지역에서 중위투표자가
된다. 따라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이 재정독립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
니라 재정독립 하에서 세율과 이전소득도 결정한다.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 저생
산-비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과 이전소득을 각각  와  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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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의 가치함수   는 다음과 같다.

 

 

       




  









(A2)

여기서  는 북한 지역 내에서 조직되는 독립정부에 대한 균형재정조건을 충
족한다.24)
                 


최적 노동시간          와            를 대입하면  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3)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극대화하는 세
율  는 다음의 문제를 푼다.





  

  arg max    


  





              





 에 대한 1계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0이라면 1계조건은 부등호  가 성립해야 한다. 즉,
              ≤ 
    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어야 하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는 반드시 0보다 크고 1계조건은 등호로 성립한다.

  (북한을 떠나지 않은 주민들의 숫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재정독립 하에
24) 전체 조세수입에는  
이 나타나지 않
서의 재분배정책은 북한에 남은 주민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1인당 이전소득에는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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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여기서  ≡          .
정리(Proposition).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은 재정독립을 선언한다.
증명: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북한 저생산-비숙


  

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식 (A1)의  와 같고 재정독립 하에서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식 (A2)의   
  와 같

다. 여기서  는 식 (A4)와 같고  는 식 (A3)와 같다. 재정독립 하에서 임의의
세율  에 대해 북한 저생산-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로 정의하면 다음
과 같다.




    

  



               



1계조건이 등호로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일 때   가 식
(A1)과 같고  ≤    에 대해서  ′  임을 보이면 충분하다.
첫째,   는 식 (A1)과 동일하다. 둘째,  ′ 는 다음과 같다.


                



       이고

 ′       

우선    일 때,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는 식 (A4)와 같으므로  ∈  에 대해서 다음
이 성립한다.
     

 
       

위 식을 다시 표현하면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6권 제1호 (2020.3)

따라서  ∈   에 대해  ′  는 것을 보일 수 있다. ■

4. 북한 참여 정책
북한 참여 정책 
 
  은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를 극대화한다. 극
 
 
 은 다음과 같다.
대화된 남한 비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   


  
 
 
     
 
 


 




여기서

 
 

              


 



    





(A5)



 
   



 
   
  
   
        
    

  



   
    


 

       

(A6)



    
 


이주비율 
 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max    
 
 
        
  



 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A7)
위 식에서 비숙련임금 
 는 
 의 함수로 표현된다.
세율이 
 로 주어지면 저숙련임금 
  와 이주비율 
 이 식 (A5)과 식 (A7)에
 는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비숙련임금 
 의 감소함수이고 이주비율 


은 
  의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      일 때 다음 조건이 충족
되면 유일한 해(solution)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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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위 조건에서 좌변은 이주비율이 정확히 1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남한의 비숙
련임금수준을 보여준다. 만일 남한의 비숙련임금수준이 좌변 보다 작을 경우 이
주비율은 1보다 작아진다. 우변은 이주비율이 정확히 1일 때 남한의 균형 비숙련
 와 
 은 다음 그림과 같이 결
임금수준을 가리킨다. 임의의 세율  에 대해서 

정된다.

이주비율 
 이 결정되면 숙련임금 
  도 결정된다.

 
 

          


 



     






(A8)

따라서 북한 참여 이주 ꞏ 재분배정책 하에서 세율은 다음 문제로부터 구할 수
와 
 은 모두 세율  의 함수이므로 가치함수를  의 함수로만
있다. 가치함수의 

표현할 수 있다.




 arg max     
 



제약은 (A5), (A6), (A7), 그리고 (A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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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생 비교
남한 중심 정책과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평균 후생수준을
계산하여 비교한다. 남한 중심 정책은 북한의 재정독립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일
로 간주할 수 없다. 후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통일국가라고 가정한다.
남한 중심 정책 하에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북한의 고생산-비숙련, 북한 이
주민, 남한의 비숙련, 남한의 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식 (A4)와 식 (A3)과 같고 
 은 실제 이주비율이다. 각












 





각의 가중치는 순서대로   
,
,
,










, 그리고    
와 같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북한의 저생산-비숙련, 북한의 고생산-비숙련, 북한
이주민, 남한의 비숙련, 남한의 숙련노동자들의 가치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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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각각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은 실제 이주비율로 식 (A7)과
선호하는 세율 및 이전소득의 크기를 가리킨다. 










 




같다. 각각의 가중치는 순서대로   
,
,










, 
, 그리고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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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 Tax and Transfer of the North under Fiscal Independence and
CES Function
gross complements   

gross substitutes   

<Figure A2> Value Functions for the Low-Productivity Unskilled of the North:
Fiscal Independence vs. South-Driven Regime
gross complements   

gross substitutes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83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Migr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Weh-Sol Moon*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reunificatio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decision making problems on tax and income transfers in a political economy model.
The first reunification regime is the South-Driven regime under which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hoose the tax rate, the amount of transfers and the size of migration.
The second is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under which there is no limit on
migration and the majority of Unified Korea choose the tax rate and the amount
of transfers. In both regimes, Northern residents’ migration decisions are endogenous
and those who decide not to migrate to the Southern region have an alternativ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f income redistribution taking place within the North
independently.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no income redistribution in a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Given that, those
remaining in the Northern region decid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delivers an equilibrium support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no fisc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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