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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글로벌 경제 및 재정 이슈를 이끄는 아젠다와 최근 연구실적 파악

❑ 국내외 유수 학자와 연구기관들과 한국의 경제 및 재정 현안을 공유하고
NABO의 연구실적을 교류
❑ 경제 및 재정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기관 홍보

2

출장 지역

❑ 미국 샌디에고

3

출장단

❑ 단장 :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
❑ 단원 :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 정원철(총무담당),
허가형(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 박인재(국회예산정책처장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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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일정
일자

1.2.(목)

1.3.(금)

주요내용

◦ (선발대) 인천 → 샌디에고

◦ 인천 → 샌디에고
◦ 샌디에고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참석

1.4.(토)

◦ 샌디에고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참석

1.5.(일)

◦ 샌디에고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참석

1.6.(월)

◦ 샌디에고 → 인천(1.8.(수))

※ 선발대(이영숙, 정원철, 허가형) : 2020. 1. 2.(목) ~ 1. 8.(수) (4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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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국내외 주요 학자 및 연구기관들과 한국의 경제 및 재정 현안 공유
◦ 한미경제학회 소속 국내외 주요 학자와 정책포럼에 참석한 주요 정책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전망을 공유하고, 재정전문기관
으로서 NABO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제고
◦ 향후 NABO의 재정통계시스템 활용과 예산정책연구 등을 매개로 하여
학계와 정책연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글로벌 경제 및 재정의 주요 아젠다와 최근의 연구 동향 파악
◦ 저금리 시대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되며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양 정책의 결합방안 논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폭 높아지고
있어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재정위험을 관리할 필요
◦ 글로벌 공급사슬 등 국제교역질서의 새로운 재편에 대한 논의

 한미경제학회 워크샵 참여와 NABO의 주요 연구결과 발표
◦ 한국의 인구고령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2019년 NABO 보고
서에서 旣 발간된 내용)
◦ 한국경제 고유의 경제 및 재정 현안을 주제로 하는 NABO의 연구 실적에
대한 학계의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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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O의 경제 및 재정 부문 전문역량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 한미경제학회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경제 및 재정 분야에서
의 NABO의 역할 및 관련 채용 현황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 확보
－ 전미경제학회 채용게시판 및 한미경제학회의 정기 이메일링 시스템 활용

◦ 전세계 유수의 경제 및 재정 분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미경제
학회의 다양한 학술(논문 및 포스터)세션 참여와 전시부스 활용 등을 통해
재정전문기관으로서 NABO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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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일정

1
가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발제
KAEA-KEA Roundtable Symposium

❑ 일시 : 2020년 1월 5일(일) 10:00 am~12:00 pm
❑ 장소 : 미국 Manchester Grand Hyatt San Diego, HarborB
❑ 주요 참석자
◦ 장유순 한미경제학회 차기회장(Indiana Univ.)
한진용 한미경제학회 회장(UCLA)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상무,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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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목 차
❑ 재정전망의 기초여건
❑ NABO 재정전망
❑ 향후 과제

(2) 정책포럼 오프닝 발제(“대한민국 재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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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정책연구기관의 대표들께서 참석하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미경제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재정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조발제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를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회 차원의 재정관련 싱크탱크 필요에 의해
국가재정을 감시하는 Fiscal Watchdog이자 의회 소속 IFI로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 미국의 CBO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독립재정기구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제10회 OECD IFI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700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 정부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국회 심사 시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을 보다 내실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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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3,000여 건이 넘는 신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 심사 시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게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signal을 사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기조 발제는
“재정전망의 기초여건”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향후 과제”
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의 기초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세와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대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요인에 따라,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율이 하락하며,
세계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하락하였고,
향후 5년간에 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2015년 이후 경제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세계경제의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왔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최근의 출산율 하락이 반영되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정점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의 OECD 국가들 사례는, 생산가능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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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부양비율은,
2017년 36.7%에서 2065년 117.8%로 빠르게 상승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기적으로 2%대 초반, 장기적으로 1%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2028년까지의 중기 재정전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저성장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지출 증가세는 확대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국가채무비율은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1990~2018년까지의 OECD자료를 이용해 NABO에서 분석한 결과,
산출갭이 마이너스인 경기후퇴기에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2018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7.9%인데,
향후 예상되는 경제의 저성장세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통계청의 2019년 인구추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중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총수입과 총지출의 향후 10년간 추이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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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연평균 3.8%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90.6조원에서 397.1조원으로 연평균 3.5%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며,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세수입은 총량적 세입기반이 되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2019~2028년에 명목 GDP증가율이 4.0%로 하락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은 3.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연평균 4.5%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중 3.8%로 증가하는 총수입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간 중 의무지출은,
239.8조원에서 390.2조원으로 증가하며 GDP대비 비중이 12.4%에서
14.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의무지출 증가는 특히, 복지분야,
그 중에서도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수입 증가세가 총지출 증가세를 하회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명목GD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의 비율 모두,
2019~2028년 중 하락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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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기간 중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56.7%로 빠르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전망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가 빨라지며, 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건강보험 등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흑자폭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공적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은
중기적으로 2028년까지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이후 2039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4년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다음의 재정 이슈는 장기전망입니다.
2018년에 수행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전망을 보면,
2019~2050년까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4%에서 △7.1%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은 38.4%에서 85.6%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시 재정전망의 기초 변수는,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중기 경제전망
으로, 올해에 비해 다소 우호적이였습니다.
2018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2019년 중기 재정전망에 반영된 통계청의 2019년 인구추계와,
NABO의 2019년 중기 경제전망을 적용하면,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국가채무비율 모두 2018년 장기전망 대비 악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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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성장과 인구고령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재정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질 예상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나, 복지수요 확대,
소득양극화 개선 등에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지며, 재정여력 역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세에 따라 세입의 여건이 약해지는 가운데, 의무지출 등
재정소요는 확대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재정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신규세원 발굴과 조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관례적 사업정비와 신성장동력 집중투자 등 재정의 효율성 점검을 강화
해야겠습니다.
더불어 독일이나 EU 등의 재정준칙의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편 방안 등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0
경제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의 잠재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는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향후의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과거와 같지 않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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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치밀한 점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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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테이블 운영

❑ 목적
◦ 미국 박사학위 취득 후 전미경제학회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신진
PhD에 대한 NABO의 기관 및 채용 홍보
◦ 전미경제학회 인터뷰테이블 운영을 통한 채용방안 모색

❑ 주요활동
◦

1. 3 ~ 1. 4, 08:00 ~ 17:00 인터뷰테이블 운영

◦ NABO 기관홍보 브로셔 및 한미경제학회 처장님 기조발제 자료 배부
◦ NABO 채용일정, 수행업무 등 인터뷰 진행

14  전미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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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전미경제학회는 미 전역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최신 경제분야의 연
구 동향과 세계경제 전망 및 관련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
지는 최대규모의 학술 총회임
◦ 또한, 대규모 학술 행사를 계기로 미국 내외의 많은 기업․정책연구기관
에서 총회 기간 중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전역에서 경제학자 뿐만아니라 경제학 석․박사 학위수여 예
정자들이 모여 채용 정보를 획득하고 기업․연구기관들과 Job Interview
를 진행함
－ 한국에서도 매년 KDI,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한국인 미 경제학 박사학위 예정
자를 대상으로 학술 총회 기간 Job Interview를 진행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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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문 연구․분석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 해외 경제학 박사 학위자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관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전미경제학회 채용게시판에 예산정책처 소개 및 인터뷰 신청 등 게시
－ 인터뷰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미경제학회 기간 현지 인터뷰 진행
－ 추후 예산정책처 채용수요 발생 시 채용정보 안내 등 지속적으로 관리

※ 학회를 통한 직접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의 한계가 있어,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미 경제학 박사 예정자들에게 우리 처에 대한 인지도
를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채용 소요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재정ᆞ경제 분야 전문가 DB 구축
－ 우수 인력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경제 분야 전문가 pool을 구축하
여 맞춤형 채용공고, 면접위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
－ 전미경제학회 인터뷰 신청자, 현지 홍보 대상자 등을 전문가 DB로 관리하여
채용수요 발생 시 채용정보 안내
－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경제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
해 면접자 pool을 공유하여 채용에 활용

16  전미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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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한미경제학회 워크샵 발표 및 패널활동
KAEA Workshop : Applied Microeconom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 일시 : 2020년 1월 5일(일) 2:00 ~4:00 pm
❑ 장소 : Manchester Grand Hyatt San Diego, Gaslamp AB
❑ 주요 발표자 및 발표논문제목
◦ 좌장 김윤배 (Kentucky 대학)
◦ 이 근 · 이종호(서울대학교)
“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lternative Pathways to Growth beyond
the Middle-income stage”

◦ 김형우·Sarthak Behera(Auburn 대학)
“Forecasting Dollar Real Exchange Rates and the Role of Real Activity Factors”

◦ 허가형(국회예산정책처)
“Long-term Economic Growth path with Low Fertility Rate : Can Low Fertility Rate
be Covered by Labor Productivity Growth?”

◦ 이번송 · Nhi Pham(Arkansas-Fort Smith 대학) · Hoolda Kim(Black
Hills State 대학) · 최은영(서울시의회)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Employment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Young
and Prime-Age Adults : Evidence from Korean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Data”

◦ 김윤배(Kentucky대학) · 이준수(Alabama대학) · Yu You(Liaoning 대학)
“Comovements and Global Imbalances of the Current Account”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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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

❑ 논문제목 : 한국의 출산율 하락이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출산
율 하락을 노동생산성 증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장기인구
추계의 변화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장기인구전망의 변화로 2065년의 GDP는 기준 시
나리오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10%의 노동생산성 증가, 장기적
으로는 20%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감소를 상
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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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의 응답
◦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동일한 분석모형을 이용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과 이민확대의 경
제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추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 중첩세대모형은 분류하는 세대별 생애프로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최대한 실증 수치를 이용하였으나, 추정치를 활용한다
면 추가 시나리오도 분석가능

❑ 발표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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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주요 학회 활동

전미경제학회 초청강연 참가

❑ 일시 : 2020년 1월 4일(토) 4:00 ~6:00 pm
❑ 장소 : Marriott Marquis – Grand Ballroom 7-8-9
❑ 발표자 : 벤 버냉키 (14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주제 : 21세기 새로운 통화정책

❑ 주요내용
◦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 때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여전히 유효

◦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sms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으로, 특히 제
로금리 상태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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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알려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식
－ 특히 실업률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금리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
시장 상황에 따른(state-contingent)` 구체적 정보를 시장에 알려줘야

나

전미경제학회 학술세션 참가

❑ 일시 : 2020년 1월 3~4일 8:00am ~ 16:30pm
❑ 장소 : Marriott Marquis 및 Manchester Grand Hyatt 회의장

(1) 미국경제 : 성장, 정체 혹은 새로운 경제위기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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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월 3일 10:15~12:15
❑ 발표자별 주요 내용
◦ Robert J. Shiller(예일대) : 미국 경제는 최장기간 호황이지만 평균성장
률은 가장 낮았으며, 현재의 낙관적 전망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경
제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질 경우 경기침체가 올 수 있음을 경고
◦ Lawrence Summers(하버드대) :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연방 세입이 크
게 나은 수준으로 재정정책에 어려움이 있음. 다음번 경기 침체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방 세수를 높이고 사회보장 강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Kenneth Rogoff(하버드대) : 미국 경기 하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2%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기술주도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진 덕분
이므로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
－ 경기부양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경제구조 변화가 시급
－ 지속적인 성장만이 분배문제를 해결

◦ Janice Eberly(노쓰웨스턴대) : 최근 미국경제는 생산성 둔화를 겪고 있
으므로, 생산성 향상 기술과 인프라, 교육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

(2) 경기대응 재정 정책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 일시 : 2020년 1월 4일 8:00~10:00
22  전미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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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별 주요 내용
◦ Alan Auerbach(UC 버클리대) : 신용 시장은 경기하락기에 경직되어
접근성이 낮아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전통적으로는 통화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으나,
최근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유인(fiscal
stimulus)이 어떻게 지역의 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
◦ Olivier J. Bblanchard(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Summers(하버드대) :
경기 안정화에 통화정책의 역할이 제한적일 때는 재정정책을 적극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Karen Dynan·Douglas Elmendorf(하버드대) : 미국 경제 전체의 경기
순환과 주 단위의 경기는 차이가 있으므로, 연방정부는 실업률이 더
높은 주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별 실업율에 초점을 맞춘 경
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함

(3) 미국의 재정적자는 위험한가 (Is United States Deficit Policy
Playing with Fire?)
❑ 일시 : 2020년 1월 4일 14:00~16:00
❑ 발표자별 주요 내용
◦ Richard Evans (시카고대) :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낮은 이자율로 인해 긍정적인 장기 평균 후생효과가
있다는 Blanchard(2019)의 연구를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재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증가로 인한 장기 평균 후생효과는 확인되지 않
으며, 가계의 소득위험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후생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Jasmina Hasanhodzic(Babson대) : Blanchard(2019)는 명목성장률이 무
위험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폰지방식 재정지출이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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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본 연구는 OLG 모형을 이용하여 15% 급여세가 미래세대
의 20% 후생손실을 야기하는 것을 확인
◦ Laurence Kotlikoff(보스턴대) : ‘공공부채는 비용이 없다(public debt
may have no cost)’라는 Blanchard(2019)와 ‘정책결정자는 완전고용이
될수만 있다면, 적자예산에 좀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Summers(2019)의 논문 리뷰로, 장기재정부채(fiscal gap)를 극복하기 위
한 증세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많은 개인이 부담하
는 채무의 이자율이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보다 높은 것도 부담임.
따라서 이미 대단히 크고 신중하지 못하고 위험한 폰지방식의 재정확
대에 앞서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패널토론 : 일본화, 경기부진,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

❑ 일시 : 2020년 1월 5일 8:00~10:00
❑ 발표자별 주요 내용
◦ 논의 주제 : 거의 30년간 일본은 수요와 성장이 정체되고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막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음.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 1990년의 4배임. 이런 현상은 향후 다른 선진국도 맞닿
뜨릴 수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할까?
◦ Yellen(15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통화정책의 여력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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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 정부부
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교육, R&D, 기후변화 분야와 같이 잠
재성자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 Summers(하버드대) : 통화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Yellen에 비해 덜
낙관적임. 금리를 낮춰도 LTV같은 거시건전성 제약에 직면하게 되면
확장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므로, 통화정책외에 적극적 재정정책이나 총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조세와 정부지출을 동시에 늘리고,
pay-as-you-go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
투자를 확대
◦ Draghi(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 미국은 금융위기시 빠른 통화정책과
확장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 유럽은 확장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
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음. 고용과 생산성을
증진하고 명목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조합이 필요

(5) 기타 주요 이슈
◦ 포용적 성장
－ 분배문제에 대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추가하자는 의견과, 세금은 경제효율
성을 침해하여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Anton Korinek(Virginia대, NBER) : 경제학은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노동시장의 적응비용을 감당하는 노동이
존재하므로, 필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
－ Gabriel Zucman(UC 버클리대) : 소득상위층의 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는 상황에서 미국 조세의 역진성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유세(wealth tax)
가 불평등과 자본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디지털 경제 및 자동화, AI
－ Pascual Restrepo(보스턴대) : 프랑스의 기업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로봇을 도입에 따라 총 고용량은 줄어들지만, 기업단위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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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로봇도입이 늘어나고,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James Bessen(보스턴대) : 네덜란드의 기업자료를 이용한 DID 분석결과,
기업단위 자동화는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노동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줄어든 임금은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일부 상쇄되지만, 근로자 유형과 기업규
모, 부문에 따라 효과는 다양하여 자동화가 노동을 줄이는 투자인 것은 확인됨
－ Matej Bajgar, Chiara Criscuolo, Jonathan Timmis(OECD) : 미국, 유럽, 일
본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형자산 투자에 유리한 대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 미국은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법안을 2019년 7월 통
과시켰고, 2020년 1월부터 21개 주의 최저임금 증가가 예고되어 있어 최저
임금의 효과에 대한 관심

◦ 포스터
－ 설문조사를 통해 러시아인이 느끼는 구소련연방 해체 전후의 행복감을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소련에서 더 행복했다고 응답. 현재의 행복감을 저해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안정성으로, 직업과 기본 의식주에 대한 안정성이 행
복감의 큰 요소인데, 77%가 안정감은 구소련 체계에서 더 높았다고 응답
－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십대과 고졸중퇴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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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자는 고졸중퇴자에 비해 취업확률과 임금이 더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로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조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27

별첨 1

28  전미경제학회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발제 자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29

30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31

32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33

34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35

36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37

38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39

40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41

별첨 2

42  전미경제학회

한미경제학회 workshop 발표 자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43

44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45

46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47

48  전미경제학회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별첨 3

Ⅰ

..

【
o
o
o

미국 현안 자료

외교부 약황자료

일반사항
수
도
인
구
인구구성

】
: 워싱턴(Washington DC)
: 약 3억 2,717만명 (’18.7)
: 백인(76.6%), 흑인(13.4%),
아시아계(5.8%), 원주민(1.5%),
기타(2.7%) (’18)
* Hispanic : 전체 인구의 18.1%
교 :개신교(48.9%), 카톨릭(23%),
몰몬(1.8%), 유태교(2.1%),
이슬람(0.8%), 무교/기타(23.4%)
(’16)
적 : 983만㎢(한반도의 약 45배)

【 주요인사 교류현황 】
o 정 상
- 2013. 5 박근혜 대통령 방미
- 2014. 4 오바마 대통령 방한
- 2014. 9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014.11 APEC 계기 정상회담(베이징)
- 2015. 9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o종
- 2015.10 박근혜 대통령 방미
- 2016. 3 박근혜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미
- 2016. 9 EAS 계기 정상회담(비엔티안)
o면
- 2017. 6 문재인 대통령 방미
- 2017. 9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017.11 트럼프 대통령 방한
【 정치현황 】
- 2018. 5 문재인 대통령 방미
o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2018. 9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o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 2018.11 G20 계기 정상회담(부에노스아이레스)
- 상 원 : 100석(임기 6년)
- 2019. 4 문재인 대통령 방미
- 하 원 : 435석(임기 2년)
- 2019. 6 트럼프 대통령 방한
o 주요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 2019. 9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민주당(Democratic Party)
o 주요 지도자
o 기 타
- 대 통 령 : 트럼프(Donald Trump)
- 2015. 7 바이든 부통령 영부인 방한
- 부 통 령 : 펜스(Mike Pence)
- 2015. 8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미
- 국무장관 : 폼페오(Mike Pompeo)
- 2015. 9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방미
- 2016. 2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뮌헨)
【 경제현황 】 * 추정치
- 2016. 7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비엔티안)
o 국내총생산(GDP) :20조 5,130억불(’18)*
- 2016. 9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방미
o 1인당 GDP : 62,518불(’18)*
- 2016.10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미
o 경제성장률(GDP기준) : 3.1%(’18)*
(제4차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o교
역(’18)*
- 2017. 2 G20 계기 외교장관회담(본)
- 상품수출 : 1조 6,723억불
- 2017. 3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 상품수입 : 2조 5,637억불
- 2017. 3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미
o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 352.6억불(’17)*
(反ISIS 국제연대 장관회의)
o 산업구성
- 2017. 4 펜스 부통령 방한
- 서비스(80.2%), 제조업(18.9%), 농업(0.9%)
- 2017. 4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미(북한 비핵화
(’17)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2017. 6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
o 수교일자
- 2017. 8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마닐라)
- 1882.5.22(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2017. 9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뉴욕, 워싱턴)
- 1949.1. 1(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승인)
- 2018. 1 밴쿠버 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동(밴쿠버)
o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49.3.25 설치),
- 2018. 2 펜스 부통령 방한(평창 동계올림픽
9개 총영사관 및 3개 출장소
개막식)
o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17)
- 2018. 2 이방카 보좌관 방한(평창 동계올림픽
- 수출 : 727.2억불(전체 수출 중 약 12.02%)
폐막식)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 2018. 3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
- 수입 : 588.7억불(전체 수입 중 약 11%)
- 2018. 5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 2018. 6 폼페오 국무장관 방한
o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16) : 약 249만명
- 2018. 7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동경)
o 인적교류(’17)
- 2018. 7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뉴욕)
- 방한 : 약 87만명
- 2018. 8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 방미 : 약 230만명
- 2018. 9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유엔총회)
【 북한과의 관계 】
- 2018.10 폼페오 국무장관 방한
o 2018.6.12.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 2018.12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
※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 2019. 2 중동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 2018.3월/5월/7월/10월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바르샤바)
o 2019.2.27-28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노이)
- 2019. 3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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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美 국내정세

1. 2020년 대선 동향
※ 대선 주요 일정 : ①정당별 예비경선(20.2월-6월) → ②정당별 대선후보
추대(20.7월-8월) → ③대선(20.11.3)

❑ (출마 현황) 공화당 Trump 對 민주당 Big3(Biden, Warren, Sanders) 구도
◦ (공화당) Trump 대통령, 대선후보 추대 사실상 확정
－ Trump 대통령, 재선 출정식 거행(6.18) / 재선 구호“미국을 계속 위대하
게(Keep America Great)”

◦ (민주당) 현재 ▴1강(Biden 前부통령), ▴3중(Warren 상원의원, Sanders
상원의원, Buttigieg 시장) 구도 형성
－ ▴Bloomberg 前 뉴욕시장의 경선 출마 선언(11.24), ▴Clinton 前 국무장
관의 출마 가능성 등으로 인한 후보 지지율 변화 주목 필요
※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 (12.1-3, Yougov) (1위) Biden(27%), (2위) Warren(18%), (3위) Sanders(13%)
- (11.30-12.1, The Hill) (1위) Biden(31%), (2위) Sanders(15%), (3위)
Warren(10%)

❑ (선거 전망) Trump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현지 언론 및 월街의 평가(▴
현직 프리미엄, ▴경제 호황, ▴굳건한 고정 지지층 등 기반)도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탄핵 정국이 Trump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 주시
필요
◦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Trump 대통령이 민주당 Big3 후보(Biden,
Warren, Sanders) 모두에 뒤지는 상황
－ 단, Trump 지지율은 숨은 지지층(shy-Trump) 존재로 실제보다 저평가되
었을 가능성이 크며, 전국 득표율보다 경합주 중심 선거인단 수 확보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적 특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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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Trump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으며, ▴탄핵 반대 여론
도 찬성만큼 높다는 점** 등 감안시 Trump 대통령이 여전히 상당한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Trump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19.8월-11월, Gallup) : 8월(41%) →
9월(40%) → 10월(39%) → 11월(43%)
** (11.22-24, Politico) 탄핵 조사 찬성(48%) / 탄핵 조사 반대(45%)

2.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 동향
❑ Trump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7.25)시 민주당 대선 후
보 Biden 前 부통령 및 아들 Hunter Biden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 확산(9.18 WP 최초 보도)
❑ Pelosi 하원의장, Trump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조사 절차 본격
추진 발표(9.24 기자회견, 6개 상임위 조사 진행 지시)
❑ 하원, 탄핵조사 절차 규정 결의안(H.Res.660) 과반 지지 통과(10.31)
◦ 동 결의안은 ① 정보위의 공개 청문회(open hearings) 개최 및 탄핵조사
보고서 작성 → ② 법사위의 탄핵소추안 작성 → ③ 하원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 상정 順으로 이어지는 하원 내 탄핵 프로세스 제시

❑ 하원,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 개최(11.13-21)
◦ ▴Taylor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11.13), ▴Yovanovitch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11.15), ▴Sondland 주EU대사(11.20), Fiona Hill 前 NSC 유라시아
담당 선임보좌관(11.21) 등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법사위에 제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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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법사위, 탄핵소추안 채택(12.14)
◦ 하원 결의안 형식으로 △권력 남용(abuse of power) △의회 방해
(obstruction of Congress) 등 혐의를 2개의 조항(articles) 으로 기술 / △
찬성 23(전원 민주), △반대 17(전원 공화)

❑ Trump 대통령 탄핵안 美 하원 통과(12.18)
❑ 상원 심리(trial)*는 연말연시 휴회 이후 내년 1월 초순~중순경부터 진행
예상
◦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상원의원 전원(10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
－ 제116대 의회(19-20) 상원 구성 현황 : 공화 53석 / 민주 45석 / 무소속
(민주 성향) 2석

Ⅲ

..

한미 관계

1. 일반
❑ 지난 66년 간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 한미동맹은 굳건함과 강
력한 복원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
(linchpin)으로 역할을 수행
◦ 양측은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9.23)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현안의 원만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 중

❑ 아울러, 양국은 안보·경제 차원의 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정책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
◦ 특히, 최근 한미 차관보 협의(11.2) 계기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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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련 Fact Sheet를 발표하여 양 구상간 구체 협력 성과 등을 포
괄적으로 점검한 것을 평가
－ Fact Sheet 주요 내용 : ▴에너지 ▴인프라 및 개발금융 ▴디지털 경제 ▴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평화 및 안보 보장 분야에서 역내 한미간 독자·양
자 협력 현황 및 계획

❑ 또한, 양국은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긴밀한 교류 및 소통 지속 중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간 회담 9회 및 통화 21회 /
Pompeo 장관 취임 후 한미 외교장관간 회담 9회 및 수시 통화 등

2. 한미동맹 현안
❑ (방위비분담) 한미간 방위비분담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한 동맹
의 호혜성과 공고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
◦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공평
한 분담(reasonable and fair burden sharing)'을 위해 노력
－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 외에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원 및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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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
- 협상대표: (우리측)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미측) 제임스 드하트
(James DeHart)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자문관(前 주아프가니스탄 부대사
보)
- 1차 회의(9.24-25, 서울), 2차 회의(10.23-24, 호놀룰루), 3차 회의(11.18-19, 서울),
4차 회의(12.3-4, 워싱턴DC) 개최
※ 한국의 동맹 기여 현황
- (국방비) ’18년 대비 ’19년 8.2% 증가 (10년內 최대치)
- (GDP 대비 국방비) ’18년 기준 韓(2.42%) > 獨(1.14%) > 日(0.95%)
- (평택기지) ▴3,627에이커 부지 무상 공여 ▴건설비 93%(약 98억불) 부담
- (직 간접 지원) ▵방위비분담금 ▵KATUSA 병력지원 ▵기지 지원 ▵세금감면
등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은 ’15년 기준 최소 3.4조원 (’18.5월 한국국방연구
원 발표)
◦ 지난 28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SMA의 기본 틀이 유지되어야 할 것
－ SMA 이외에 주한미군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도 병행 중임을 적극 고려할 필요

❑ (주한미군)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
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이해
◦ 美 행정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 지지
형성
－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 內 주한미군 규모 관련 논의 동향
·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 상원안(6.27), 하원안(7.13) 각각 본회의 통과 :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 예산 사용
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 (미국인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시)
최근 한국 및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한미동맹이 한반
도 평화와 국제질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양 국민
들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
◦ 2019.9.6.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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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 안보 강화에 기여 지지 : 70%
－ 주한미군 주둔 유지 또는 확대 지지 : 69%
－ 북한의 공격시 한국 보호지지 : 58%

◦ 2019.7.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 국민의 과반수(57.1%)가 과거에 비해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공동인식과 상호 신뢰가 더
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역할 기대

3. 한미 경제 협력
❑ 한미 간 교역‧투자는 양국 관계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가장 뚜
렷이 보여주는 분야
◦ (교역)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는 지속 증가세, 무역 불
균형*도 개선중 / 특히 지난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양국간 교역
은 1,316억불로 최대치 기록
－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대비 증감 % / 한국무역협회)

구분

대미(對美)
교역

'11

'12

'13

'14

'15

'16

'17

'18

1,008
(11.8)

1,018
(1.0)

1,036
(1.8)

1,156
(11.6)

1,138
( 1.6)

1,097
( 3.6)

1,193
(8.8)

1,316
(10.3)

△

△

‘19.10월(
잠정)
1,114.6
(3.1)

－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억불, 한국무역협회 기준): (‘17) 178.6(23.2%↓)
→ (‘18) 138.5(22.4%↓) → (‘19.1-10) 100.1(6.8%↓)

◦ (투자) 미국은 우리의 제1위 투자대상국(한미 FTA 발효후 양국간 투
자가 2배 이상 증가) / 특히, 현대‧기아차 등 기존의 주요 對美 투자 기
업 외, 롯데케미칼‧SK‧삼성 등도 對美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연구 개발 활성화 등에 기여
－ 한-미 투자 현황(누적) : (對美 투자) 1,415.1억불 / (對韓 투자) 799.9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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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 전후 투자 동향(단위: 억불)
·對美 투자: (‘05-‘11 누적) 264.4 → (‘12-‘18 누적) 643.8
☞ 발효전 대비 2.4배↑
·對韓 투자: (‘05-‘11 누적) 138.8 → (‘12-‘18 누적) 307.5
☞ 발효전 대비 2.2배↑

4. 한반도 정세
❑ 북한은 여러 계기에 남한 배제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10.23)하고, 남북공동 선언의 소극적 이행 등을 빌미
로 對南 비난을 강화하는 등 교착국면의 남북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전망
❑ 국제무대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 한‧미가 노력했음에도 불구, 북한은 ▵
후속 협상에 불응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미측의 先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강경 입장 고수
◦ 전·현직 외무성 인사 등을 통해 담화* 발표, 북측이 정한 연말 시한을
미측에 지속 상기시키면서 미측의 결단 요청
－ 리태성(12.3),

김명길(11.14),

권정근(11.6),

최룡해(10.29),

김영철

(10.27,11.14,11.18), 김계관(10.24,11.18) 등 북측 인사 및 국무위원회
대변인(11.13) 명의 담화

◦ 또한 ▵해안포 사격(11.23) ▵미사일 발사(10.31, 11.28) ▵중대 시험
(12.7, 12.14) 발표 등을 통해 전략적 지위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미측의 태도 변화 유도
－ 특히,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10.16, 12.4) ▵12월 하순 대내외 중대
문제 토의‧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 결정(12.4) 등을 발표하며 조만간 중
대 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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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 관련 안보리 공개 브리핑(12.11) 개
최를 통해 북한에 대해 ▵긴장 고조 행위 중단 ▵북미대화 복귀 등을
촉구
◦ 미측은 동 회의에서 ▵유연한 접근 ▵북한과의 동시·병행적 조치를 취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방한
(12.15-17)시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강력 촉구
◦ 중‧러도 북미대화 지속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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