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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 원화 환율의 역주행: 2021년식 화폐 개혁?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1)이 붕괴하는 징후는 2020년 10월경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12월2) 현재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는 2020년 10월 대비 각각 42%와 49% 평가절하
된 상태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무역적자가 누적된 북한경제의 상황에서 북한
원화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져야 마땅한데 도리어 상승했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자아내었다.3)4)
북한 원화 환율이 역주행하는 데는 북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작용했다. 북한은 기업소와
돈주,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까지 북한 원화 사용을 강제하였고,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외화를
예전보다 30~40% 하락한 환율로 팔 수밖에 없었다.5)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식료품
같은 생필품마저도 수입을 철저히 제한하여 외화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시에 북한
고위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 UAE에서 일제 럭셔리 SUV를 구매해 중국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모델을 최고지도자가 직접 운전하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북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비추어 보면 국경 폐쇄와 수입 제한의 목적은 방역보다는 무역적자 축소의 일환이였을

1) 북한의 경우 중국 위안화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아나이제이션(Yuani-z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
달러가 아니더라도 외화의 현지화 대체 현상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3) 38 North(2020. 12. 21).
4) 조선비즈(2021. 10. 15).
5) RFA자유아시아방송(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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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6)
이러한 조치들은 당연하게도 북한 장마당에 큰 타격을 주었다. 국경봉쇄의 여파로 북한
물가는 2020~21년 사이 큰 변동성을 보여 주었다. 다만, 어느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변동성이 달라졌다. 북한 물가의 대표 지표로 볼 수 있는 쌀과 옥수수의 가격은 2021년
12월 현재 kg당 각각 3%와 33% 상승하여 물가가 최근 상당히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1).
그러나 북한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장마당에서 외화로 거래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KDI 조사에 의하면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대표적
외화인 중국 위안화 사용 비율은 2013년도에 이미 53%였으며, 북중 접경지역으로 갈수록
사용 비율이 높아졌다.7) 그렇다면 북한에서 위안화로만 생활하는 인구에게 쌀과 옥수수
가격은 각각 3%와 33%가 아닌 104%와 163% 급등한 셈이 된다.
<표 1> 최근 북한 물가 및 환율의 변동
조사일

쌀 (북한원)

옥수수 (북한원)

중국元 환율

1USD 환율

2021년 12월 10일

4,800

2020년 10월 23일

4,655

2,600

620

4,700

1,950

1,225

변동률(북한원)

8,170

쌀 ⃤%

옥수수 ⃤%

중국元 환율 ⃤%

1USD 환율 ⃤%

2020년 10월 23일 ~
2021년 12월 10일

3%

33%

-49%

-42%

변동률(해당 외화)

쌀 (USD) ⃤%

쌀(元) ⃤%

옥수수(USD) ⃤%

2020년 10월 23일 ~
2021년 12월 10일

79%

104%

132%

옥수수(元)

⃤%

163%

자료: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현재 위안화와 달러는 2020년 10월 대비 각각 50%와 4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위안화와 달러의 저환율 기조로 인해 장마당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계층과 돈주들 그리고 북중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인구가 큰 타격을 입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 원화로 고정 급여를 받는 공장기업소 등의 노동자들은 외환시장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수입 제한으로 전반적인 물자 품귀현상이
일어나 북한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혜택은 입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북한
당국의 인위적 외화 저환율 정책은 북한주민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 것이다.

6) NK News(2021. 8. 26).
7) Lee and Le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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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은 공용 화폐로 사용되는 외화를 다시 북한 원화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탈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러나
현 북한의 탈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은 단순히 통화 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9년의 실패한 화폐개혁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화폐 개혁을 통해 시장 및 시장경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마당 상인, 돈주, 부유층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켜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시키
려 하였다. 동시에 노동자 급여를 인위적으로 100배 인상시켜 상업 계층과 노동자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해 공공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려 했다.8) 현 정책은
외화를 보유한 돈주 등의 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하고 동시에 노동자
계층의 구매력을 상대적으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2009년 화폐개혁의 의도와 맞아떨어진다.

Ⅱ. 향후 전망: 신뢰의 위기
2017년 이후 빠르게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외화보유고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던9) 북한 당국이 탈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는 징후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한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요약문에서 어느 정도 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강화는 기업과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사회주의기업책임 관리제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10) 그러나 국가가
경제의 최종 조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의미하는 통화 주권의 중국 또는
미국에 대한 귀속은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은 결국 경제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탈달러라이제이션
이라는 경제 전반을 크게 위축시키는 극약을 처방한 셈이다.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그리고 탈달러라이제이션 기조 아래서 장마당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부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다. 또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생필품의 부족뿐만
아니라 식량의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대신 외부경제의 충격에 대한 북한 정권

8) 통일뉴스(2009. 12. 7).
9) 뉴시스(2020. 11. 4).
10) 매일경제(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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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인한 내부충격의 위험이다. 북한주민들이 국가가 제시한
대안인 계획경제로의 회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 정권은 장마당과
달러라이제이션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이 주민들이 자국의 배급제와 화폐를 불신했기 때문이라
는 사실을 간과한다. 외화와 시장이 사라지면 북한경제의 무역적자 문제는 완화될지 모르나
북한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적자(trust deficit)는 더욱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무역적자를 신뢰적자로 맞바꿨을 뿐, 정권이 당면한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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