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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중경제 구조와 달러라이제이션
□ ’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경제는 시장화와 함께 계획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

ㅇ 유통되는 재화에 대한 국정가격은 국영상점이나 배급소에서만 사용
되고, 재화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이 일반적으로 통용
- 배급소나 국영상점에서 살 수 있는 재화가 충분하다면 국정가격
구조가 유지되겠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재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음
ㅇ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북한에서 시장가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체계는 복잡해짐
<북한의 이상한(?) 상품 가격>
· 대학교수의 월급은 5,000원(국정가격), 근로자 월급은 4,000원(국정가격) 수준
· 쌀 1kg는 44원(국정가격) vs 5,500원(시장가격)
· 북한 장마당에서 대동강맥주는 5,400원(시장가격), 북한당국이 운영하는 소매
점인 국영 백화점에서 마시는 커피는 450원(국정가격)
⇒ 대학교수 월급으로는 장마당에서 쌀 1kg도 못 사는 상황

ㅇ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임금상승 등의 소득정책과
가격 현실화를 위한 가격상승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부작용 양산
□ 특히 ’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원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저축 및
상품거래에 있어 대체화폐로 달러와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

※ 외화가 자국통화 대신 유통되는 현상(’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일어나며, 북한에서는 달러와 위안화가 북한원화와 같이 유통
ㅇ 구권와 신권을 100대 1로 교환하되, 교환의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몰수형 화폐개혁으로 북한주민들의 북한원화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대체화폐로 외화 수요가 급증
- 이미 북한 주민들 中 일부 특권층들은 북한화폐보다 금, 달러,
유로, 위안화 등으로 자산을 보유
□ (외화의 위상) 북한에서 유통되는 외화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은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 유통되는 외화의 규모가 달라 시장환율의 지역간 편차도 발생
ㅇ 달러, 위안화 등 외화수요는 증가했으나, 당국의 외화사용 전면
금지로 인해 외화의 밀거래가 성행하며 시장환율은 급상승
- 북한 당국의 공식환율은

년 경제개선조치 이후

’02

원/$(’03)에서

145

17년 107.3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시장환율은 ’09년 이후
3,825원/$(’09)에서 ’17년 8,063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상승
’

※ 지역별 시장환율( 18년 1∼10월 평균, 달러당 ,DailyNK) : 평양(8,096원), 신의주(8,091원), 혜산(8,133원)
’

<북한의 공식환율 고시>

<공식환율 & 시장환율>

출처 : 한국은행, DailyNK, 통일뉴스, 단위 : 북한원/달러
□ (외화유통 실태) 외화유통 초기엔 달러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과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위안화의 유통이 빠르게 확대
ㅇ 북한의 대외무역은 대부분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고(북한 총무역액의
89.7%,

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국경지역을 통한 밀수 등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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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도 활발함에 따라 위안화의 유입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신의주 지역에서는 위안화로 거래되는 빈도가 매우 높은 반면,
평양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달러화의 유통이 더 활발

※ 장마당에서 두부 한 모를 파는 상인도 위안화만 거래하는 등 소액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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