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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s. 군비지출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



내생적 요인 vs. 외생적 요인
외생적요인

- 자연 재해: 미미한 영향력.  점차 감소 추세
- 미국 제재: 약하지만, 점차 강화 추세 (미국과의 대결 반영)
- 분단: 미미한 영향력. 

내생적 요인
- 지도자 요인: 급격한 감소 추세.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평가 반영
- 군사비 과다: 점차 증가함. 북한의 군사비 감소 추세 vs. 증가하는 인식
- 과소 개혁개방: 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국가 정책 오류: 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10% 내외)
- 간부 관료주의: 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6% 내외)

북한 주민은 내부에서 경제침체의 원인을 찾는다!
- 과다 군사비와 지도자 요인이 상쇄하는 경향
- 그외 요인은 규칙성이 없이 변동



경제침체 원인-mlogit 분석
외생적 변수를 기준점

군사비를 지목하는 요인
- 당원 (비당원  군사비)
- 세대 (젊은이  군사비)
- 한국 문화 접촉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
- 외부 정보유입  인식 변화
- 장사 경험  정책 오류 지적
- 노동당 당원  군사지출 지지

과도한 군사비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0987 0.2641

노동당 당원 0.9713 0.4047 **

학력 0.0070 0.1932

세대 -0.3963 0.1963 **

장사 경험 0.2081 0.1800

한국내 친척 -0.0496 0.2474

한국 문화접촉 -0.5234 0.1773 ***

경제성장률 -0.0340 0.0545

북중관계 -0.0113 0.0401

상수 0.9336 0.9444



핵무기 보유



핵보유에 대한 인식

핵무기 보유 찬성
- 북한내 주류 담론; 50-60% 이상이 찬성 입장
- 강성 지지세력의 확연한 감소; 강성 지지에서 연성 지지로 바뀌는 중

핵무기 보유 반대
- 북한내 소수 담론; 20-30% 정도가 반대 입장
- 반대 입장의 점차 약화되는 추세
-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유보 입장이 급증함

누가 핵보유에 찬성할까? 어떤 논리로?



핵보유 인식-ologit 분석
변수 계수 표준편차 z-score P>|z| 유의

성별 0.4961 0.1642 3.02 0.003 ***

노동당 당원 0.7455 0.2558 2.91 0.004 ***

학력 -0.1494 0.1303 -1.15 0.252

세대 -0.3758 0.1151 -3.26 0.001 ***

장사 경험 0.1584 0.1539 1.03 0.303

한국내 친척 -0.1091 0.1497 -0.73 0.466

한국 문화접촉 -0.1746 0.1060 -1.65 0.099 *

경제성장률 0.0259 0.0284 0.91 0.362

북중관계 -0.0112 0.0361 -0.31 0.756



핵보유에 대한 인식 분석
상식

- 여성이 핵무기 보유 반대 성향 (여성주의 예상과 일치)
- 노동당 당원이 핵무기 보유 성향
- 젊은 세대가 핵무기 보유 반대 성향
- 약하지만 문화접촉은 여전히 유효!

예상밖 결과가 없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남성 128 72 78 21 47 346

36.99% 20.81% 22.54% 6.07% 13.58% 100%

여성 135 105 161 54 76 531

25.42% 19.77% 30.32% 10.17% 14.31% 100%

계 263 177 239 75 123 877

29.99% 20.18% 27.25% 8.55% 14.03% 100%

성별과 핵보유 찬성/반대



핵무기를 butter로 본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과도한군사비 81 63 61 14 30 249

32.53% 25.3% 24.5% 5.62% 12.05% 100%

다른 요인 182 114 178 61 93 628

28.98% 18.15% 28.34% 9.71% 14.81% 100%

계 263 177 239 75 123 877

29.99% 20.18% 27.25% 8.55% 14.03% 100%

군사비를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보는 집단(북한내 23.4%)
-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
- 두 견해가 불일치 vs. 일관성

핵무기의 효능에 대한 인식
- 핵무기가 재래식 군사비 감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담론 수용
- 북한의 핵보유 후 병력감축



소결

• 북한경제침체의 원인 중 내생적 요인, 특히 과다 군사비를 지목하는
경향이 높아짐. 반면, 자연재해와 같은 외생적 요인과 지도자의
오유를 지목하는 경향이 약화됨.

•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입장이 주류 담론이지만, 점차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유보적 입장이 증가함. 

• 과도 군사비를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집단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임. 일견 이 현상이 내적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핵무기 보유로 인하여 재래식 전력감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에 이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