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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장마당
□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장 형태

* ’90년대 중·후반(’95~’98년) 거듭된 홍수와 가뭄으로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북한의 대기근

ㅇ

배경) 북한의 공식유통망인 배급제와 국영상점은 경제난으로 붕괴되기 시작

(

하면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

ㅇ 북한에는 두 개의 당 존재
-

:

국가의 노동당, 그리고 주민의 장마당

북한 주민들은 최고의 당으로 여긴 노동당보다 가족의 생계와 미래의 희망을
주는 장마당을 더 좋아함

□ 김정은 체제 이후 시장영역 확대를 허용함에 따라 장마당이 급격히 증가

ㅇ 북한 정부가 허용한 공식시장인 종합시장은 총

개(’17년 기준)로 파악되며

404

종사자 수는 1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통일연구원)

-

비공식적인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장마당은

개로 추정되고, 북한가구

600~800

수입의 70~80%가 시장에 의존

※ 메뚜기시장(단속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다니는 시장형태), 똑똑이시장(방문판매) 등 이색 시장도 출현
<북한 內 지역별 공식시장>
지역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종합시장 수
65
51
48
46
34
34

자료 : 통일연구원(’17)

ㅇ 북한주민들에게 약

지역
평양시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종합시장 수
30
29
24
18
21
4

만대(’17년 기준)의 휴대폰이 보급되었고 동시에 시장이

460

발달하면서 북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는 상황

-

평양시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택배서비스를 하는 차량도 500~600대에 이름

※ 최근 개봉 예정인 영화 ‘공작’에서는 북한의 장마당을 그대로 재현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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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산 제품은 인기리에 거래

ㅇ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으로 한국산 제품 열풍
-

북한 장마당에서는 한국 화장품, 의류, 라면, 초코파이 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기밥솥까지 판매

※ 전자제품의 경우 삼성은 SAM을 빼고 SUNG, LG는 L을 빼고 G로 판매
※ 남한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담긴 USB의 경우 개당 10~15달러에 거래(1달러 : 약 8,100원
(시장가격), 쌀 1Kg : 약 4,500원)
<북한 아이들>

<통일거리 실내 장마당>

<야외 장마당>

“미키마우스” 가방을멘아이들
백화점 같은 북한 장마당 외부 판매대를 갖춘 장마당
출처 : VOA(美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언론보도 및 SNS
□ ’80~’90년대에 태어나 시장경제를 경험한 ‘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ㅇ 장마당 세대*는 “체제에는 순응하지만 밥그릇 건드리는 것은 용납 못한다”는
말처럼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경제적인 욕구가 강함

* 북한 인구(2,500만명) 中 20~30대 인구는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약 350만명(북한 인구센서스
분석연구, 2010)
ㅇ 장마당 세대가 체제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용시간 통제(오후 4시~7시)는
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
□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비핵화 이후
급격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북한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
작성자

(

:

북한경제연구센터 과장 조현성
- 2 -

huanta@ibk.co.kr /

☎02-729-6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