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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강주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는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전략과 방향이 감지되고
있음
ㅇ 그러나 기초통계를 비롯한 북한 관련 연구자료가 층분하지 않
아 북한 내부의 변화를 기존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
⇒ 이러한 북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등 인
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북한 문헌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 최
고통치자의 정책적 관심사 및 노선의 변화 등을 분석
(분석 방법)
□ 1988.1월 ~ 2018.12월 중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총 2757건의 제목*에 통치자별 경제정책의 특징이 나타나
는지 여부를 점검
* 전자문서화된 논문 본문이 없어 각 논문의 핵심 주제어가 반영되어있는
제목을 사용

ㅇ 통치자 시기별 논문 주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제목
의 유사도가 높은 연도끼리 군집화*
* 논문 작성 시기에 대한 사전분류 없이 제목의 특성만으로 분류하는 비
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기법인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를 활용

문의처: 김수현 조사국 거시모형부 전망모형팀 과장 (☎ 4235)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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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시기와 군집 내 연도들의 일치 여부
를 분석하여 논문 제목의 통치자별 경제정책 관심사 반영 여부를
평가
ㅇ 머신러닝 분류 모형*으로 작성시기가 표시된 제목을 학습한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점검함으로써 각 논문 제목의 특징만
으로 논문의 작성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
* 훈련, 검증, 예측 표본으로 구분하여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

□ 통치자 시기별 관심 주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텍스트로부터 주제
를 추출하는 토픽모형*을 이용하여 통치자 시기별 논문 주제 분포의
변화를 분석
* 잠재디리클레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활용

ㅇ 논문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와 주제의 결합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
로 시기별 논문 제목의 주제 분포를 추정
(분석 결과)
□ 「경제연구」게재 논문의 제목은 유사도에 따라 크게 임의의 세 기간
(1기:

1988~1998년,

2기

1999~2010년,

3기:

2011~2018년)으로

군집화가

이

루어지며 각 시기는 통치자별 집권 시기와 유사함
ㅇ 1기는 주로 김일성 시기(1988~1994년)와 김정일 초기(1995~1998년)에 해당
하며, 이는 김정일이 집권 초기에는 경제정책에 큰 변화없이 김일성
의 정책방향을 답습하였음을 시사
ㅇ 2기는 김정일 시기이며 전기(1995~2005년)에는 체제 몰락위기에 처한
북한이 시장화를 수용하였으며 후기(2006~2011년)는 지나친 시장화를
경계하고 억제하던 시기
ㅇ 3기는 김정은 시기에 해당하며 전기(2012~2016년)은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하여 수출입이 크게 증대된 시기이며 후기(2017~2018년)는 UN 안
보리 대북제재 심화로 역성장을 겪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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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연도별 군집화

□ 논문 제목의 특징을 분석하여 작성시기를 예측한 결과 예측의 정확도
(accuracy)는 64%~91%로 나타나 제목의 특징만으로도 어느 통치자 하에
서 작성되었는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음
ㅇ 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 구분시 64%, ② 김정일/김정은 구분시
70%, ③ 김일성/김정일 구분시 82%, ④ 김일성/김정은 구분시 91%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냄
□ 토픽모형으로 통치시기별 논문 주제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통치자별 정책
관심사가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노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김일성 시기에는 농업, 자본주의 체제비판 등의 주제가 높은 확률로
추출되며, 김정일 시기에는 자본주의 비판, 식민지 침탈, 생산력 증대
등의 주제가 주로 추출됨
ㅇ 김정은 시기에는 해외은행제도, 화폐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개혁과 개방을 위
한 이론적, 실증적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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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북한 관련 기초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활
용할 경우 문헌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관심
사,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단이 가능
ㅇ 표본이 「경제연구」 제목만으로 구성되어 그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
하고 머신러닝을 통한 분류의 정확도가 높아 통치자 시기별로 논문
제목의 주제별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됨
ㅇ 특히 김정은 시기의 논문 주제 분석 결과, 북한은 외부적으로 자강제
일주의, 국산화 장려정책 등 폐쇄·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동시에 내부
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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