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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izing Privacy”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No.958
저자: Rodney John Garratt(UC Santa Barbara), Michael Junho Lee(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결제수단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의 차이가 경제적 잉여(surplus) 창출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모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만 비용이 드는 현금결제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만 편리
한 전자결제를 비교한 후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서도 분석
* 기업들은 차별화된 상품의 생산 및 가격 책정을 통해 경쟁하며, 정보가 많을수록 소비자 선호에 적합
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자결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설정

ㅇ 분석 결과, 현금결제와 전자결제만 있는 경우 결국 정보에 조금이라도 우세한 기업
이 결제 데이터와 상품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동 독점기업이 경제
적 잉여의 대부분을 획득
* 결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품 생산이 가능

- 소비자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제품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잉여는 최대치
가 되나, 소비자잉여는 한계 소비자의 전자결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
ㅇ 데이터 공유 정책을 통해 데이터 독점을 제한할 경우, 상품시장의 경쟁은 회복되지만
경제적 잉여와 소비자 후생은 감소
- 동 정책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현금결제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줄고 상품의 질은 하락
ㅇ 디지털 화폐와 같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만 비용이 적은 결제수단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독점기업의 등장은 피할 수 없으나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익화(monetize)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
- 디지털 화폐가 있을 경우 독점기업은 잠재적인 경쟁(potential competition)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가격 할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개선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금융통화
② “The Supply-Side Effects of Monetary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28345
저자: David Baqaee(UCLA), Emmanuel Farhi, Kunal Sangani(Harvard大)
【핵심내용】
ㅇ 통화정책이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총요소생산성
(aggregate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은 명목수요충격에 민감하게 반응
-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변동이 TFP 변화의 1/4∼1/2 정도
를 설명
ㅇ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거시모형을 제시하고 통화정책의 새로운 파급
경로를 분석
- 이질적인 기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수요충격이 발생하면 기업 간 자원배분이 변화
하면서 TFP를 내생적으로 변동시킴
* 기업의 마크업, 가격전가율 등이 달라야 자원배분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마크업을 동일
하게 만드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에 기반한 수요함수를 사용하는 대신 본
고에서는 Kimball의 비모수적 수요함수체계(non-parametric demand system)를 활용하였으며 기업
규모, 마크업, 가격전가율을 현실 데이터에 기반한 추정치에 매칭

- 통화정책은 횡단면에서의(cross-sectional) 기업 간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TFP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됨
* 초기(initial)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어야
‘misallocation channel’로 호칭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를

ㅇ 본고의 주요 분석결과는 우선 ① 기업의 마크업과 가격전가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동조 변화한다면(covary negatively),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양의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
우 TFP가 향상된다는 것임
- (수요증대에 반응하여 생산량을 늘리면)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마크업이 높고 가격전가율이 낮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가격인상폭이
낮아져 이러한 기업들로 자원배분이 증가
ㅇ 다음으로 ②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산출의 변화(response of output to a monetary
shock)는 수요측면(demand-side)과 공급측면(supply-side)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임
- 완화적인 통화정책 충격의 수요측면을 통한 산출변화는 노동수요 증가 → 고용증가
→ 산출량 증가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데 반해, 공급측면을 통한 산출변화는 TFP
향상 → 산출량 증가 경로를 통해 발생
ㅇ 통화정책이 공급측면을 통해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
- 통화정책의 공급측면을 통한 파급경로(misallocation channel)를 감안할 경우 필립스곡선이
동 경로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기울기가 70% 가량 평탄화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규모 분포(집중도) 등 미시적 변화가 통화정책 파급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거시경제
③ “Hit

Harder, Recover Slower? Unequal Employment Effects of the
COVID-19 Shoc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8354
저자: Sang Yoon (Tim) Lee(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Minsung Park,
Yongseok Shin(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근로자들의 인종,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충격의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
*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월말 3.5%에서 20.4월 14.7%로 급증

ㅇ 본 연구는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충격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으며, 특히 충격 초기(4월)와 최근(11월)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현재인구조사(CPS)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패널회귀모형에 성, 인종, 주(state)별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
ㅇ 고용 상태를 세분화*해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전체 실업자중 일시 실업
자(recall unemployment)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
* 실업자를 6개월 이내 복직이 가능한 일시 실업자(recall unemployed)와 구직 활동은 하지만 서베이
기간동안 근무했던 직장이 없는 장기 실업자(jobless unemployed)로 세분화하여 분석

-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not-in-the-labor-force)도 20.4월 급증한 이후 회복이 정
체되어 20.11월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성별로는 여성,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아시아인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초기 충격의 영향은 감소
- 20.4월에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20.11
월에는 오히려 남성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시산
- 흑인은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다른 인종에 비해 영향을 덜 받았으나, 회복은 더
디게 진행되었음
ㅇ 주별 코로나19 대응정책이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도 고려해보면, 지속적으로 이동제
한조치 등 억제정책(containment policy)을 시행한 경우 실업률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정책요인 통제시 주별 감염률과 실업률간 상관관계는 약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장
기화되면서 감염 우려로 개인이 경제활동을 줄이는 효과는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거시경제
④ “The Macroprudential Toolkit: Effectiveness and Interaction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902
저자: Stephen Millard(Bank of England), Margarita Rubio(Nottingham大), Alexandra
Varadi(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개발해 왔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단 모색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ㅇ 본 연구는 금융마찰 요인을 반영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 은행부문에 대한 자기자본규제(capital requirement),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대비 모기지 원리금비율로 시산) 규제를 고려

- LTV 규제가 존재하는 기본모형을 설정한 후 다른 거시건전성정책(자기자본규제 및
DSR 규제) 추가 도입이 거시경제 변수들의 동학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자기자본규제나 DSR규제 도입은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축소하고 경기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기자본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충분한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금융마찰을
대폭 억제*하여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
* 금융마찰은 예대금리차(spread)로 측정되는데, 자기자본규제 도입시 극단적 충격(생산성, 주택가격
등의 3표준편차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예대금리차가 크게 감소(6%p → 0.01%p내외)

- DSR 규제의 경우 주택시장의 충격이 가계의 차입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함으로써
산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
ㅇ 특히, 영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DSR 규제는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비해
사회후생 개선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분석
* 손실함수를 통해 측정한 결과, 자기자본규제 도입시(0.0239)보다 DSR 규제 도입시 손실이 1/3가량
감소(0.0239 → 0.0083)

ㅇ 아울러 DSR 규제가 도입된 경제에서는 통화정책 충격(금리 1%p 인상 충격)이 대출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spill-over)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본 연구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거시건전
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및 정책 공조(coordination)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DSGE Model with Financial Frictions

미시제도
⑤ “Private

and Social Returns to
Demographic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355

R&D:

Drug

Development

and

저자: Efraim Benmelech, Janice C. Eberly(Kellogg School of Management), Joshua L.
Krieger(Harvard Business School), Dimitris Papanikolaou(Kellogg School of
Management)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의 저자들은 최근 생산성 정체의 원인 중 하나로 65세 이상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R&D 투자 증가를 지목
- 65세 이상을 위한 신약 개발은 기대수명과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
고령층이 생산과정에 적극 투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는 저조
ㅇ 총 R&D 투자 대비 제약 R&D 투자 비중은 1970년대 3% 미만에서 2018년에는 10%
정도로 지난 50년간 크게 증가
- 제조업 내에서 제약 R&D 투자의 비중은 1970년대 8%에서 2018년 35%까지 증가하
였으며, 특히 2010년 R&D 투자 상위 10개社 가운데 5개가 제약 기업*으로 나타남
* Merck, Roche, Pfizer, Novartis, GlaxoSmithKline

ㅇ 한편, MEPS*, Cortellis data**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R&D 투자 대상 의약품
중 65세 이상 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의 약자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집한
건강 관련 서비스 활용 및 지출 데이터
** 50,000 종류 이상의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임상시험, 치료 결과 등을 나타낸 데이터

- 90년대 이후 제약 기업들의 R&D 투자에서 65세 이상을 위한 의약품의 비중은 1997
년 20%에서 2013년 27%까지 증가
ㅇ 결론적으로, 90년대 이후 고령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많이 늘어났으나 고령 환자
는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노동에 적극 투입되기 어려우므로 고령층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R&D 투자는 생산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는 힘듦
- 다만, 제약 R&D 투자는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오랜 기간 높은 생산
성을 유지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미시제도
⑥ “Pandemics and Automation: Will the Lost Jobs Come Back?”
출처: IMF, Working Papers No. 21/11
저자: Tahsin Saadi Sedik, Jiae Yoo(IMF)
【핵심내용】
ㅇ 세계 300대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영자 50%가 코로나19 대유
행 이후 자동화 로봇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응답(세계경제포럼, 2020)
- 자동화 로봇으로 노동을 대체하면 기업은 근로자의 감염 및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저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실직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발생 가능
ㅇ 본 논문은 2000~14년간의 감염병 대유행* 및 40개국-18개 산업별 자동화 로봇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대유행이 자동화 로봇 사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 바이러스(2014년)

-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국가별 감염병 유행 여부 및 심각성(감염 및 사망자 수)에 따른
자동화 로봇 사용과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중기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은 자동화 로봇 사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
타남
- 감염병 대유행이 있었던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근로자 1,000명당 자동화 로
봇 사용량이 감염병 대유행 2년 후에는 0.35대, 4년 후에는 0.71대 더 많았음*
* 감염병 외에 자동화 로봇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금 수준, 경제발전 정도, 고령화, 무역
및 자본 세계화 등)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남

- 또한, 대유행 정도가 심각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근로자 1,000명당 자동
화 로봇 사용량이 감염병 대유행 2년 후에는 0.65대, 4년 후에는 1.49대 더 많았음
ㅇ 한편, 감염병 대유행 후 자동화 로봇 사용이 빠르게 상승한 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로 파악

-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자동화 로봇 도입이 빠르게 진행된 상위 33% 국가에서는 지니
계수가 감염병 유행 2년 후 0.6%, 4년 후 1.0% 상승한 반면, 하위 33% 국가에서
는 지니계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ㅇ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자동화 로봇 사용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저숙련 근
로자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재교육, 소득재분배 및 사
회안전망 등을 강화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Local Projection Method

국제경제
⑦ “Bank Balance Sheets and External Shocks in Asia: The Role of FXI,

MPMs and CFM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0
저자: Zefeng Chen(Stanford大), Sanaa Nadeem, Shanaka J. Peiris(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금융충격이 은행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파급되
는 경로를 살펴보고 외부 금융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외환·거시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
- 패널 VAR*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충격 발생 시 소규모 개방경제의 은행 부문을 통
해 충격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
* 2002년 1/4분기~2019년 4/4분기 기간 중의 아시아 10개국 금융 데이터를 이용

-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외환·거시 정책의 효
과를 추정
* 2009년~2018년 기간 중의 아시아 신흥국 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

ㅇ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대외 금융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파급되는 주
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대외 금융충격(글로벌 금융 상황 악화) 발생으로 자본이 유출될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의 환율 절하에 따른 순대외자산 감소로 은행 대차대조표가 축소됨에 따라
신용공급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됨
- 한편 대외 실물충격(미국 성장률 변화 등) 발생은 상대적으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
아 금융충격에 비해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ㅇ 모형분석 결과, 대외 금융충격 발생 시 투자자의 자본 회수유인이 증가하여 신용공
급이 감소하는데 이는 투자 위축 및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며 다양한 외환·거시 정
책*을 시행할 경우 그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시장 개입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관리 정책 등

- 네 가지 외환·거시 정책을 사용할 경우 환율 절하폭과 순대외자산 감소폭을 줄여 경
제성장률 하락을 완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외 실물충격에 대응하여 시행하는 외환·거시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글로벌 금융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로 파급되
는 주요 경로로 역할하며 동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환·거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AR, DSGE

국제경제
⑧ “Quality of Government and Regional Trade: Evidence from European
Union Reg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667
저자: Ernesto Rodriguez-Crespo(Universidad Autonoma de Madrid), Javier Barbero,
Giovanni Madras(European Commision), Andres Rodriguez-Pose(LS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지역의 제도적 성숙도(Institutional quality)*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민주적 책임성, 법 집행의 일관성, 정책의 공정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EU 국가 내 267개 지역의 중간재, 최종재, 서비스 교역 데이터와 해당 지역의 정부
성숙도 지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제도 성숙도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
* EQI(European Quality of Government Index) : EU 내 지역별 공공부문의 부패, 공정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서베이에 기반한 지수로,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

ㅇ 분석 결과, 지역의 제도적 성숙도가 교역의 중요한 결정요인(fundamental determinant)으
로 작용
- 즉, 수출지역과 수입지역의 제도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양 지역간 성숙도 격차가 작
을수록 교역량은 유의하게 증가
- 또한, 제도의 성숙도는 국가 내(intra-national) 지역 간 교역에 비해 국경 간 교역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제도적 성숙도 차이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부문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1차산업(primary sector), 2차산업(manufacturing, industry)에 비해 ICT, 금융
서비스, 전문(professional)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역에서 제도적 성숙도가 교역에 미
치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짐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지역별 제도 성숙도가 지역 간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성
숙도가 낮은 지역 및 국가의 경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교역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본고는 국가 단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별 제도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해당 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tructural Gravity Cross-sectional Analysis

동북아경제
⑨ “The Role of the Border Region in Sino-North
Networks : A focus on Dandong, China”
출처: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Korean

Trading

저자: Kyung Soo Lee(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단둥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
여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북중무역을 주제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 중국의 단둥 지역은 북한의 신의주와 인접한 물류 중심지로서 북중 국경무역의 요
지로서, 북중무역의 패턴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가 되는 지역임
ㅇ 단둥의 중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교역에 참가하는 북한의 기업들과 달리 중개업에 특
화된 모습을 보임
-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의 기업들은 하나의 중국 기업에만 연결되어 있는 데 반해,
중국 기업들은 여러 북한 기업을 동시에 상대하여 네트워크의 비대칭이 나타남
- 또한 중국 기업들은 중계무역을 행함에 있어 북한 기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등 타국 기업들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단둥의 중국 기업은 실제 상품을 생산하여 직접적으로 교역에 참여하기보다는 단순
중개업, 대행업, 독점중개업 등에 종사하며 이를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
- 단순중개업(Liaisons)은 북한의 판매 혹은 구매 업무를 연결, 대행업(Representative)은
외부수요 발생시 적절한 북한의 상품을 선전, 독점 중개업(Gate Keepers)은 북한 기
업이 제3의 기업과 직거래 하는 것을 차단하며 독점적 이득을 수취
- 단둥의 기업들이 중개무역에 집중하는 것은 독자적 산업 생산능력이 높지 않기 때
문이며, 광동성과 하남성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단둥에서 교역
ㅇ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점 이점으로 인해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북한 기업들과 교류 수
준도 높아 당분간 북중무역에서 단둥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
- 단둥은 대북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북한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고
북한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북한 기업들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대외무역 할당량을 달성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로
서, 정부의 정책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 유연성이 중시됨
- 향후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단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상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북중무역체제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