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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재개 의미와 시사점
■ (개요) 북한은 ’20년 초반 코로나發 국경봉쇄로 인해 대외무역의 95%를
차지하는 對中무역이 급감하였으나 최근 들어 무역을 재개하는 움직임

* 북한의 국별 교역 금액 및 비중(천$, %, ‘21년 기준, KOTRA 2021북한대외무역동향) : 중국
(681,664, 95.6), 베트남(12,066, 1.7), 인도(2,546, 0.4), 태국(1,912, 0.3), 홍콩(1,369, 0.2)

m

지금까지 대북제재와 국경봉쇄는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피폐해진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력을
위해 국경봉쇄를 완화하여 대외무역을 차츰 재개하기 시작

m

북한 시장의 소비재 및 외화수급 여건을 반영한 물가와 환율 변동
등의 통계를 통해 무역재개 움직임에 대한 경제적 의미 고찰

■ (현황) 북한은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로 인한 경제난과 민심회복을
위해 대외무역을 재개하였으나, 시장가격과 환율의 상승,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수반

< 北中 수출입 총액 >

자료 : 중국해관총서, 단위 : 만달러
m (北中무역

< 북한의 지역별 쌀 가격 추이 >

자료 : 데일리NK, IMF, 단위 : 북한원/kg당

흐름) 국경봉쇄와 교역차단으로 인해

급감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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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

년 상반기까지

‘21

추세를 보임

m (시장가격)

지역별 쌀 가격은 국경봉쇄에 따른 영향에도

까지 안정세를 이어오다

’21년

년 하반기

‘20

상반기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

 식량소비의 대부분을 시장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 가격의
상승은 실제 소득 감소와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미
 이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막고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기존의 봉쇄정책을 완화하고 무역을 재개함에 따라

년 상반기

‘21

부터 북한의 식료품 수입은 상승추세로 전환

< 북한의 지역별 환율 추이 >

< 북한 對中 식료품 수입 금액 >

자료 : 데일리NK, 단위 : 북한원/$(월평균)
m (환율)

‘22.1

자료 : 무역협회(식료품(HS code 10∼19), 단위 : 천$

분기부터 북한원/달러 환율도 北中 화물열차 운행 및

교역 재개로 인한 달러화 수요증가로 상승추세 지속

* 북한원/달러 환율 전월대비 상승률(%) : 12.4( 22.2) → 1.0( 22.3) → △0.8( 22.4) → 5.1( 22.5) → 4.6( 22.6)
‘

‘

‘

‘

‘

 국제 외환시장의 달러화 강세가 북한 외환시장에도 반영, 다만
북한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반응의 시간차 가능성
m (국경봉쇄

완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北中무역 재개는 코로나19 위험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실제 북한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2.5월)을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년 5월 北中무역액은 전월대비

‘22

80.2%

급감

■ (시사점)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이중고로 극심해진
경제난 극복을 위해 對中무역을 재개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
m

하지만 북한 內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겠으나 북한의 극심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재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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