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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대학 장형수 교수는 1993년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첫 직장을 잡았다. 세계은행에서는 동아프리카국가의 경제개혁을
담당하였다. 이후 1997년 7월에 서울로 돌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북한경제와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2000년 9월 한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만
2년간 한양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하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북한분야 국가정보관(NIO)으로 근무하였다.
2007년 7월 학교로 돌아온 장형수 교수는 다시 매일 북한 분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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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2013년 12월.
o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lti-Donor Trust Fund,” (Jong-Woon Lee와 공저) North Korean Review,
Fall 2013.
o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12년 12월.
o “통일과 재원조달 논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정책연구, 2011년 겨울호.
주요논문

o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2009년 11월.
o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책연구, 2010년 봄호.
o “Lessons and Implications of Vietnam’s Reforms in 1976-89 for North
Korea“, (Vo Tri Thanh과 공저), 국제문제연구, 2011년 봄호, 제11권 제1호, 통권 41호,
195-231. o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국제금융기구,” KDI북한경제리뷰, KDI,
2008년 6월호. o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통일정
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8년 6월, 통일연구원. o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수은북한경제, 수출입은행, 2008년 봄호.

o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과제 (임강택,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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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02, 국토연 2013-51-1, 안양: 국토연구원, 2013년 12월.
o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정덕구/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중앙북스㈜, 2013년 9월.
o “북한경제의 이행을 위한 가상적 액션 플랜” (김광호와 공저), 이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연구보고서 2012-1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년.
o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김석진, 임을출과
공저), 서울: 통일연구원, 2012년 12월.
주요저서

o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김석진 등 2명과 공저), 서울: 통일연구원,
2011년 12월.
o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등 5명과 공저),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3, 서울: 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o “북한 경제재건 비용 조달과 국제협력”,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09년 9월.
o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임강택 등 7명과 공저), 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12월.
o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김석진, 송정호와 공저), 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12월.
o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송정호, 임을출과 공저), 통일연구원,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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