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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북한당국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이때 교환한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구권 화폐보유
액을 실질적으로 몰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북한당국은 국영상업망 강
화, 외화 사용 금지, 공식 부문 노동자 임금의 상대적 인상 등 일련의 보완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경험을 보면,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에서 흔히 화폐개혁이
실시되지만, 화폐개혁 자체는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악성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통화증발에 있다. 따라서 화폐개혁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런
안정화 정책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식 부문 재건 시도가 재정적자를
더 키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의 화폐개혁은 비공식 경제활동에서 돈을 번‘시장세력’
의 재산
을 몰수함과 동시에‘화폐주조이익’
으로 정부수입을 확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몰수형 화폐개혁을 실시한 다른 나
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국내통화 보유를 기피하고 외화를 선호
하는‘달러라이제이션’
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몰수 및 정부수입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화폐개혁은 비공식 활동을 억제하고 공식 부문을 재건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부문 재건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상황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북한의 근본적 실정(失政) 위에 보태진 또 하나의 작은 실정으
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2월

47

1. 서론
최근 북한당국이 실시한 화폐개혁
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당
국이 상세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정확히 알기
는 어렵지만, 이제까지 나온 여러 정
보를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은 대강 다
음과 같다.
북한당국은 2009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현금의 경
우 구권 100원을 신권 1원, 예금의 경
우 구권 10원을 신권 1원의 비율로
1)
사업을 실시했
교환하는‘화폐교환’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당국이
화폐의 교환한도를 정했다는 것이다.
당초 현금의 교환한도는 가구당 구권
1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나중에 20만
원(=1인당 5만원), 30만원, 50만원으
로 계속 상향 조정되었다는 설도 있
다. 또, 전체 주민에 대해 1인당 신권

500원(=구권 5만원)의 ‘배려금’을
무상 공급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여러 보도 중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예금의 교
환한도와 향후 인출조건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당국은 왜 화폐개혁을 실시했
을까? 화폐개혁 직후 조총련 기관지
인「조선신보」
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화폐개혁의 목적은 ① 시장의 역할
억제 및 계획경제의 강화, ② 물가 안
정이라고 한다.2) 이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북한당국은 일련의 다른 중
요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첫째, 2002년 7.1 조치
이후 합법화했던 ‘종합시장’
의 공산
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하달되
었다고 한다. 이는 종합시장을 종전의
농민시장으로 되돌리고 대신 국영상
업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1) 북한당국의 화폐교환 조치는‘통화의 액면단위 절하'(currency redenomination)에 해당한다. 달
러, 센트, 원 같은 통화의 단위명칭을 영어로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며, 통화단위를 변경하는
행위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말한다. 국제적으로 통화단위를 변경할 때, 신권 대비 구권의 교
환비율은 대부분 10을 초과한다(<표 1> 참조). 즉 신권의 액면단위는 구권에 비해 절하되며, 따
라서 신권의 가치는 구권의 가치보다 높아진다. 이러한‘통화의 액면단위 절하’
는 국제적으로
보통‘통화개혁’
(currency reform)이라고 부르지만,‘화폐개혁’
(monetary reform)이라고 부르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 관행과 최근 북한의 조치를‘화폐개혁’
이라고 부르는 한국 언론
의 관행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도 역시‘화폐개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통화의
액면단위 절하’
,‘통화개혁’
,‘화폐개혁’
은 실제 정책의 개혁적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의
어로 간주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통화개혁이라는 용어를 리디노미네이션만이 아니라, 보
다 넓은 의미의 통화금융제도 개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지 리디노미네이션
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2) 조선중앙은행의 책임자는 화폐개혁으로“국가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
행했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것”
이며,“시장의 물가가 7.1 조치 이전으로 떨어질 것”
이라
는 의견을 표명했다.「조선신보」
, 2009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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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외화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국내통화 대신
외화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주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은 국가의 경제통제력을 강화하겠다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직 그 내
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공식부문(국
영부문, 계획부문) 취업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국정가격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며, 대부분 상품
이 암시장 가격이 아닌 국정가격에
따라 거래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3)
과연 북한당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화폐
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좋아질
까, 나빠질까? 북한당국의 정책에 대
해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 이런 반응이
북한의 정치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북한경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고 화폐개혁의 내용
도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
에 이런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여러 가
지 정보를 잘 종합해 보면, 불충분하
나마 개략적 추측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화폐개혁이 북한에 특
유한 정책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빈번
하게 사용되는 정책이라는 사실에 주
목하고자 한다. 화폐개혁 사례가 많은
만큼, 이로부터 어떤 보편적 특징과
양상을 추출해낼 수 있고, 이런 보편
성에 근거하여 북한 화폐개혁의 개략
적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
국의 화폐개혁 사례를 보면, 각각의
경우마다 그 전후 맥락과 정책의 내
용 및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
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북한의 상
황과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는 화폐개
혁의 효과가 어떤 특수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2. 인플레이션과 화폐개혁
(1) 해외 사례
화폐개혁은 세계적으로 꽤 흔하게

3)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그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조선
신보」
의 보도에서는 (공식 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원래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권
으로도 구권 기준 명목임금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의 변화를 감안해 실질임금
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아무튼 비공식 시장 활동을 억제하고 국정가격
에 의한 거래 비중을 높이는 데 성공한다면 공식부문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비공식 활동 종사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가격 체계의 재조정에 대해서
는“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대폭 인하하고 호화사치품 가격은 올렸다”
는 중국 언론(「國際先驅導
報」
)의 보도가 있었다.「CBS 노컷뉴스」
, 2009.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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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23년 이후 화폐개혁 사례
국명

연도

가나
그루지야
그리스
기니
니카라과
대만
독일

2007
1995
1954
1971
1988
1949
1923
1948
1976
1979
1993
1947
1961
1998
1947
2005
1993
1993
1993
1959
2006
1993
1965
2008
1959
1975
1985
1992
2000
1963
1987
1962
1999
1967
1970
1986
1989
1990
1993
1994
1966
1990
1992
1993
1993
1994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및 구소련)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도바
바레인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로루시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신권 대비 구권
교환비율
10,000
1,000,000
1,000
10
1,000
40,000
1,000,000,000,000
10
20
100
100
10
10
1,000
20,000
10,000
200
100
1,000
100
1,000
1,000
10
1,000
1,000
500
10
10
1,000
1,000
1,000,00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
1,000
2,750
100
10,000
10
1,000,000
1,000,000,000
12,000,000

국명

연도

수단
아르헨티나

1992
1970
1983
1985
1992
1981
1992
2006
2002
1965
1995
1999
1992
1987
1975
1993
1994
1996
1948
1960
1980
1985
1948
1949
1955
2006
2008
2009
1960
1975
1967
1993
1998
1994
1993
2005
2008
1958
1943
1985
1991
1950
1995
1960
1963
1946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국
짐바브웨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신권 대비 구권
교환비율
10
100
10,000
1,000
10,000
100
10
5,000
1,000
10
1,000
1,000,000
10
100
1,000
1,000
1,000
100,000
1,000
100
10
1,000
3,000,000
500,000,000
10,000
1,000
10,000,000,000
1,000,000,000,000
1,000
1,000
1,000
3,000,000
100,000
1,000
200
1,000,000
5,000
1,000
100
1,000
1,000,000
100
10,000
100
100
400,000

자료 : 1) Duca Ioana,“The National Currency Re-denomination Experience in Several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Symposium Universitaria Simpro, 2005.
2) Wikipedia 백과사전의 “Denomination (Currency)” 항목(http://en.wikipedia.org/wiki/
Denomination_(currency), 2010.1.15 검색).
주 : 1) 구권 중 일부만 교체한 부분적 화폐개혁 등 일부 사례 제외.
2) 남북한의 화폐개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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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정책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
인 1923년 독일의 화폐개혁 이후 전
세계에서 100여 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다(<표 1> 참조). 한 나라에서 반
복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브라질은 1960년대 이
후 일곱 번, 세르비아는 1990~94년
에 네 번, 최근에는 짐바브웨가 2006
년 이래 세 번이나 실시했다.
거의 모든 화폐개혁은 악성 인플레
이션(high inflation or hyperinflation)4)이 발생한 후에 실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화폐개혁을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즉 인플레이
션 퇴치 정책으로 간주하는 착각이
생겨나기도 한다. 화폐개혁에서는 화
폐의 액면단위가 크게 절하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물가수준이 단번에 급격
하게 내려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란 절대적 물가수준이 높은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물가수준이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폐개혁을 통해 일단 물가수
준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원인이 제거
되지 않는다면, 물가수준의 상승 현상

은 다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 아닌, 악성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단 한 가지로 귀착된다는 것이 경제
학계의 정설이다.5) 정부의 대규모 재
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중앙은행
의 통화증발이 바로 그것이다. 통화를
증발할 경우, 정부는 ‘화폐주조이익’
(seigniorage)을 얻게 되며, 국민은
보유 화폐의 가치 하락 때문에‘인플
레이션 조세’
(inflation tax)를 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악성 인플레이션은
재정파탄에 직면한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① 전쟁 등의 비상사태
로 정부지출이 급증한 경우, ② 주요
수출품인 1차산품 가격이 급락했거나
심각한 정치·사회 불안으로 경제·행
정 시스템이 붕괴해 재정수입이 급감
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따라서
악성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늘려 재
정적자를 감축함과 동시에, 중앙은행

4) 이 글에서‘악성 인플레이션’
은 어떤 명확한 구분 기준 없이 연간 수백, 수천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종종 월간 50% 이상의 극단적 악성
인플레이션을‘하이퍼 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5)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거시경제학 교과서 중 하나인 올리비에 블랑샤의 교과서
제23장은 악성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퇴치법에 대해 훌륭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Olivier
Blanchard, Macroeconomics(4th edition), Prentice Hall, 2005(국역: 최희갑 역,「거시경제학」
,
시그마프레스,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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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화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억제하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야 한다. 달러 같은 주요 국제통화에
대한 환율을 고정하거나 적정 수준으
로 변경하는 환율정책도 큰 도움이
된다.
<표 1>에 등장하는 많은 화폐개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을 성
공적으로 퇴치한 나라들은 화폐개혁
이전에, 또는 화폐개혁과 동시에 안정
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
다.6) 반대로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시
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화폐개혁 이후
에도 인플레이션이 퇴치되지 않고 계
속 재발했다.7)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화폐개혁을 되풀이한 나라들이 그러
한 경우를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
다.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사실은
화폐개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이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이
아니라면, 왜 각국 정부는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일까? 여기에는 실용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8)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에
서는 물가의 절대적 수준이 너무 높
아 일상적 거래와 계산이 크게 불편
해진다. 쉽게 말해서 가격에 0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이다. 화폐개혁은
화폐의 액면단위에서 여러 개의 0을
떨어냄으로써 거래와 계산의 편의성
을 높이는 실용적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화폐개혁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
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적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사람들
이 갖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

6) 1923년의 독일은 화폐개혁과 동시에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 경우이고, 1987년의 볼리비아는 화
폐개혁 이전에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1923년 독일 사례에 대해서는
Rudiger Dornbusch, “Stopping Hyperinflation: Lessons from the German Inflation
Experience in the 1920s", NBER Working Paper, No. 167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5 참조. 1987년 볼리비아 사례에 대해서는 Peter Bernholz,“Hyperinflation and
Currency Reform in Bolivia: Studied from a General Perspective", in Pierre L. Siklos ed.,
Great Inflations of the 20th Century: Theories, Policies, and Evidence, Edward Elgar,
1995 참조.
7) 1980년대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World Bank,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Decade After the Debt Crisis, World Bank, 1993, pp. 18~22 참조.
가장 최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및 화폐개혁 사례인 짐바브웨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극단적
으로 나타났다. Steve Hanke,“Zimbabwe: Form Hyperinflation to Growth", Development
Policy Analysis No. 6, Cato Institute, June 25, 2008 참조. 짐바브웨 정부는 세 차례의 화폐개
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으며, 2009년 봄 이후 통화 발행을 사
실상 포기하였다. 현재 짐바브웨에서는 짐바브웨 달러 대신 미 달러와 남아공 랜드(Rand)가 통
용되고 있다.
8) Layna Mosley, “Dropping Zeros, Gaining Credibility?, Currency Redenomination in
Developing N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2005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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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악성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하게 만드
는 보조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
대 심리의 억제는 적지 않은 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강조했듯
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통화증발이 근
절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곧 재
개될 수밖에 없으며 화폐개혁의 심리
적 효과도 사라져 버린다. 다시 말해
서 화폐개혁의 심리적 효과는 어디까
지나 안정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지,
결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북한의 인플레이션과 화폐개혁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도 인플레이
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서는 물가가
급등했다가 안정을 찾고 다시 급등하
는 식의 지그재그 양상이 이어졌다.9)
먼저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에
악성 인플레이션이 한 차례 발생했다
가 1998년 이후 안정을 되찾았으나
2002년 ‘7.1 조치’ 이후 2005년까지
다시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2005~2007년 사이에 안정되어 있던
물가는 2008년에 다시 한 번 급등했
다가 2009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북한에서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
했던 기본적 이유도 역시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통화증발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에서는 1990년
대 중반 계획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이 급감했는데, 이
것이 첫 번째 악성 인플레이션의 원
인이었을 것이다. 이후 북한당국은 공
식 부문을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공식 부문
종사자에게 배급과 임금지급을 제대
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비공식 경제활동에서 생계수단을
찾았다. 이것은 곧 북한당국이 재정지
출을 감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물가가 다시 안정을 찾
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다
시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공식 부문의 재건 시도10)에 따라 다시
재정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재정수입을

9)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의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문성민,“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 과제”
,
금융경제연구 236호, 한국은행, 2005; 안예홍, “7.1 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 2005년 9월호; 임수호,“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
점”
, 삼성경제연구소 이슈 페이퍼, 2009. 10; 이정철,“북한의 화폐개혁: 반시장주의라는 오해와
쌀값 현실화라는 진실”
,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55호, 2009. 12 참조.
10) 2002년 7.1 조치 및 그 이후의 일련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비공식 부문의 시장 활동을 일부 합
법화했고 공식 부문의 일정한 분권화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가졌지만, 동시에 공
식부문을 재건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보수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7.1 조치 이후의 북
한경제에 대해서는 양문수,“7.1 조치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
은 북한경제」
, 2007년 여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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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2005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
유가 아닐까 추측된다.
이번 화폐개혁에서 북한의 당국자
는 물가를 7.1 조치 이전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에서 설명했
듯이, 화폐개혁은 1회적으로 물가수준
을 낮출 뿐이지 그 자체로 지속적 물
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정
책은 아니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정책도 아니다. 따라서
화폐개혁 자체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북한당국이 실시하는 다른 정책을 보
아야 향후 북한의 물가동향을 전망할
수 있다. 아직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
책 내용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온
조치들만 보면, 7.1 조치 당시와 비슷
하게 공식 부문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것은 곧 재정지출을 증가
시켜 다시 재정적자11)를 키우는 정책
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다시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12) 물론 공식부문
의 생산이 정상화되어 재정수입을 증
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
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3. 몰수형 화폐개혁
(1) 해외 사례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에서 가장 주
목을 받은 것은 교환한도 및 교환기
간의 제한이다. 교환한도 및 교환기간
을 제한한 것은 이에 따라 교환되지
못하는 화폐보유액을 당국이 사실상

11)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재정통계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회계상의 재정통계
는 대단히 불충분한 것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숨겨진 재정적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
다. 북한의 국유기업 중 많은 부분이 부실화되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급되는 임금 및 각종 보조금은 회계상 재정지출로 잡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개혁 개방기 중국에서도 부실 국유기업
으로 인한 숨겨진 재정지출 규모가 상당히 컸다. Bert Hofman,“Fiscal Decline and QuasiFiscal Response: China's Fiscal Policy and System, 1978-1994", in Olivier Bouin and
Fabrizio Coricelli eds., Different Paths to a Market Economy: China and European
Economies in Transition, OECD Development Centre, 1998 참조.
12) 최근 보도(CBS 노컷뉴스, 2009. 1. 8)에 의하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1월 1일 고시한 환율
은 1달러에 약 100원(은행 매입환율은 96.9원, 매도환율은 99.8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화폐개
혁 이전 공식환율이 150원 내외, 비공식 환율은 3,600~3,800원이었던 데 비하면, 새 환율은 아
주 높은 수준(즉 북한 원의 가치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 셈이다. 이는 100 : 1의 교환
비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물가와 환율은 1/100로 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화폐개혁 후
각종 상품의 물가도 종전의 1/10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한
다. 이것이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북
한당국이 이런 정도의 물가수준을 의도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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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이런
방식의 화폐개혁을 ‘몰수형 화폐개
혁’(confiscatory currency reform)

<표 2>
국가
(연도)
버마
(1964)
버마
(1985)
버마
(1987)
서독
(1948)
이라크
(1993)
라오스
(1976)
소련
(1947)
소련
(1991)
베트남
(1985)
가나
(1979)
가나
(1982)
모잠비크
(1980)
나이지리아
(1967)
나이지리아
(1984)
르완다
(1995)
수단
(1991)

이라고 부른다.
세계적으로 볼 때 몰수형 화폐개혁
은 예외적 현상에 속한다. 몰수형 화

몰수형 화폐개혁 사례
폐지된 구권

신권 대비 구권 교환비율

개인당 현금교환 한도

교환기간

현금

예금

1

-

1

-

0

-

0

-

모든 구권

1

10

60
(미화 20달러)

-

25
(최고액권)

1

-

무제한

6일

모든 구권

20

20

개인 10만(미화 80달러),
기업 100만

1일

모든 구권

10

1~2

무제한

?

50, 100
(최고액권)

1

-

1,000

3일

10 이상 구권

10

1~10

모든 구권

10 : 5~7

1

50
(최고액권)

1

-

모든 구권

1

1

1959, 65년 발행
구권

1

-

모든 구권

1

-

500 이상 구권

1

1

50, 100
(최고액권)

1

-

50, 100
(최고액권)
50, 100
(최고액권)
25, 35, 75
(최고액권)

500
(미화 200달러)
5,000
(미화 573달러)

가구당 2만
(미화 50달러)
무제한
(내국인만)
무제한
(내국인만)
기업 1만
(미화 392달러)
무제한
5,000
(미화 3,750달러)
5,000
(미화 36달러)
5,000
(미화 1,000달러)

7일
1개월

3~5일
2주일
?
3일
24일
10일
2일
7일

자료 : Ignacio Mas,“Things Government Do to Money: A Recent History of Currency Reform
Schemes and Scams”
, Kyklos, Vol. 48, no. 4, 1995, pp. 4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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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개혁은 일반적 화폐개혁과 달리 대
단히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산을
몰수당한 집단의 격렬한 불만과 반발
을 살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몰수형 화폐개혁 사
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
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인 1948년 서
독의 화폐개혁을 비롯해 스무 차례에
가까운 몰수형 화폐개혁이 있었다
(<표 2> 참조).
각국 정부가 몰수형 화폐개혁을 실
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나라마다 다른데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13)
첫째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는
시도이다. 몰수형 화폐개혁에서는 교
환되지 않고 소각되는 구권의 양만큼
몰수가 발생하며, 정부가 이를 대신하
기 위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권은‘화
폐주조이익’
으로서 정부의 수입이 된
다. 몰수형 화폐개혁에서 정부가 얻은
이익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개혁을
실시한 나라들의 통계가 대단히 미비
해서 이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몇몇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제법 큰 규
모, 즉 GDP 대비 몇 퍼센트(%) 정

도의 수입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참조). 하지만 재정파탄 상태
에서 화폐개혁을 필요로 했던 나라들
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흔히 GDP
대비 10% 내외 또는 그 이상의 큰
규모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몰수형
화폐개혁에 의한 재정수입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
부분 사람들이 국내통화 보유를 기피
하며 그 대신 외화나 금 같은 것을
가지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흔히‘달
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 부
르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인
플레이션 조세가 인플레이션이 진행
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 데 비해, 몰수형 화폐개혁에서
발생하는‘화폐주조이익’
은 단지 1회
적인 수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적
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게 몰수형 화폐개혁이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14)
몰수형 화폐개혁의 두 번째 유형은
비공식 부문에 대한 공격 시도이다.
몰수형 화폐개혁을 실시한 나라들은
대부분 국유기업과 가격 및 임금통제
로 구성되는 통제경제체제를 갖추고

13) Ignacio Mas,“Things Government Do to Money: A Recent History of Currency Reform
Schemes and Scams", Kyklos, Vol. 48, no. 4, 1995 참조.
14) 물론 통화증발도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통화증발로 악성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실질화폐잔고를 크게 줄이려 노력하게 된다. 실질화폐잔고의 규모가 인
플레이션 조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이 되므로, 이는 곧 인플레이션 조세의 기반이 침식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달러라이제이션은 통화증발과 화폐개혁에 따른 정부수입을 줄이는
공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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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화폐개혁에 의한 몰수 규모 추정치
단위 : %
통화량 대비 비율

재정수입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버마, 1964

18

24

5.3

버마, 1987

60

144

15.7

가나, 1979

30

24

2.2

나이지리아, 1967

23

11

0.8

나이지리아, 1984

36

27

3.5

수단, 1991

18

n.a.

n.a.

자료 : Ignacio Mas,“Things Government Do to Money: A Recent History of Currency Reform
Schemes and Scams”
, Kyklos, Vol. 48, no. 4, 1995, p. 505.
주 : 버마(1987)의 경우 과대평가된 추정치일 가능성이 높음.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식 경제활동이 꽤 활발하
게 일어나고 있었다. 비공식 경제활동
의 창궐은 곧 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통치기반의 침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정부는 비공식 활동의
억제에 골몰하게 된다. 이때 몰수형
화폐개혁은 비공식 부문에서 재산을
형성한 상인, 투기꾼, 자본가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15)
특히 내전을 겪고 있던 나라들의 경
우에는 반군 세력이 비공식 경제활동
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도 하다. 따라
서 몰수형 화폐개혁은 정부가 반군세
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평범한

일반 국민은 현금보유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
는다.
세 번째 유형은 과잉통화의 제거를
목표로 한 경우다. 통제경제체제를 유
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든
통화가 과도하게 발행되어 인플레이
션 압력이 발생했으나 가격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에 있을 경우, 과도하게
발행된 추가 통화는 사용되지 않는
장롱 속 통화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통화과잉’
(monetary
16)
overhang)이라고 부른다. 통화과잉
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통제경제를 시
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격 자유화
를 실시하면 그동안 축적된 과잉통화

15) 종종 공식 부문 내의 기관, 기업들도 교환한도 이상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를 당하기
도 하지만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985년 베트남의 화폐개혁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16) 통제경제체제의 통화과잉 현상에 대해서는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Ch. 11,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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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일시에 대단히 큰 물가상승
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경제주체들
에게 큰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안겨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격 자유
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과거의 과잉통화를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가 바로 몰
수형 화폐개혁이다. 1948년 서독의 화
폐개혁이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17)

(2) 북한 화폐개혁의 몰수 효과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은 위에서 살
펴본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
까? 우선, 세 번째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까지 북한당국은 공식부
문을 재건하고 국영상업망을 복원하
며 국정가격에 의한 거래를 강제하려
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가격 자유
화를 보조하려는 정책 목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까지의 북한
에서는 비공식 경제활동이 대단히 활
발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채 남

아 있던 과잉통화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국내외 언론
이나 연구자들은 주로 두 번째 목표
에 주목했고, 북한당국 스스로도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다. 비공식 경제활동
에서 돈을 번 이른바 ‘시장세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 이번 화폐개혁의
주된 의도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의미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
도 아닐 것이다.‘시장세력’
에게서 몰
수한 만큼 북한당국에 화폐주조이익
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재정수입을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어느 집단이 얼마만큼 큰
타격을 받았는지, 또한 북한당국이 얻
은 화폐주조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추정
에 필요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
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몰수형 화폐개혁의 경제적 영향은 대
부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몰수
형 화폐개혁이 발생하기 이전에 ‘달
러라이제이션’현상이 만연해 있었고

17) 1948년 서독의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F. A. Lutz,“The German Currency Reform and the
Revival of the German Economy", Economica, Vol. 16, No. 62, 1949; Fred H. Klopstock,
“Monetary Reform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7, No. 4,
1949 참조. 1990년대 초 구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체제전환을 모색할 때에도 화폐개
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1991년 소련의 화폐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후에는 더
이상 화폐개혁이 시도되지 않았다. 그 대신 체제전환 초기에 발생한 악성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과잉통화를 해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Daniel Gros and Alfred Steinherr,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8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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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화 보유액은 최소 수준으로 축
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 돈의 보
유를 기피하고 달러, 위안, 유로 같은
외화를 선호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
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화폐 몰수의 규모는 제한
적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또, 일시적으로는 꽤 큰 영향이 있
다 하더라도, 화폐개혁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가로
펴는가,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
요하다. 북한당국이 일시적으로‘시장
세력’
에 타격을 가했다 하더라도 앞
으로 비공식 활동을 단속하는 데 실
패한다면 북한경제는 화폐개혁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당국이 공식 부문을
강화하려 시도함에 따라 또 다시 재

1985년 베트남 화폐개혁 사례
외국의 많은 사례 중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과 가장 유사한 경우로는 1985년 베트남
의‘가격, 임금, 화폐개혁’을 들 수 있다. 당시 베트남은 종전 이후 남부 베트남에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본격적인 개혁·개방도 실시하
지 않고 있어서, 비공식 시장 활동이 공식 부문과 공존하는 이중경제 상황에 있었다.
또,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 비공식 부문에 대한 징세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한 구
조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통화증발로 악성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5년 가을에 몰수형 화폐개혁, 공식 부
문 임금 인상, 국정가격 체계 재조정 등 일련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
래의 초보적 개혁 시도 이후 정부의 경제통제력이 떨어지고 비공식 경제활동이 더욱
창궐하자, 이에 반발한 보수파가 통제력 회복을 위해 기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기
대와 달리 경제성장률 하락, 물가상승률 급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공식 부문
의 강화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 보수파가 위축되고 개혁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
1986년 ‘도이모이’(刷新)를 선언하고 일련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특히
1989년의 급진적 안정화 및 자유화 정책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본격화한 획기적
인 사건이었다. 1987년 이후 개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상황은 호전되기 시작
했고, 1989년의 안정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효과적으로 퇴치되었다.
자료 : Suiwah Leung and Than Tri Vo,“Vietnam in the 1980s: Price Reforms and
Stabilization”
, Banca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No. 197, June
1996;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 산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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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
성도 상당히 높은데, 그 경우에는 화
폐 몰수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재개된다면 보유화폐의 가치는 어차
피 급락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으로
몰수당하나 화폐개혁으로 몰수당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돈을 번 사람들
은 이미 2002~2005년의 악성 인플레
이션 시기에 실질적인 몰수를 당한
경험이 있고 여기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번의 화폐개혁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언제
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
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북한의 화폐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두 차원으
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상황이 개
선될 수 있는가이다. 외국의 다양한
화폐개혁 경험과 북한의 상황을 비교
해 보면,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 두 가
지 차원에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먼저 물가안정 달성 가능성을 살펴
보자. 물가안정은 북한당국의 목표이
기도 하고, 객관적으로도 바람직한 목
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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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화폐개혁 그 자체는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 국제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북한당국이 앞으로 공
식 부문(국영 부문)에 유리한 임금정
책을 시도한다면, 다시 재정적자가 증
가하면서 악성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또한, 이제까지 만연해
있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을 근절하
려 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형 화폐개
혁은 그 자체로 달러라이제이션을 촉
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화폐개혁에
따른 몰수의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통화 보유를 더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악성 인플레이션까
지 추가된다면 이러한 기피 성향이
더 강화된다. 이런 자생적 반응을 억
제하고 달러라이제이션을 근절하려면
매우 강력한 물리적 탄압이 불가피한
데, 그 경우 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당국에 대한 정치적 불만은 더욱 키
우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조치를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이 궁극적으로 중시하는 목
표는 공식 부문의 강화와 통제경제체
제의 재건, 그리고 비공식 부문(즉,
시장활동)의 억제인 것 같다. 그러나
화폐개혁 자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유효한 수단이 전혀 아니다. 근
본적인 해결책은 공식 부문 즉, 국유
기업, 국가기관 등이 의미 있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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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공
식 부문의 붕괴를 불러왔던 여건을
뒤집어야 한다. 즉, 배급제를 재건하
여 정상화해야 하고, 원자재 및 설비
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정치사상적
통치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 최근
북한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여건을 확
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국내
식량생산은 식량난 시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외부의
원조가 급감했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고, 따라서 배급
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
식 부문의 기업들이 원자재와 설비를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할
만한 특이 상황도 없다. 오히려 남북
경협의 퇴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에, 북한의 외화수입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결국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에서 공식 부문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단지,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

하는 부실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 이에 따라 숨겨진 재정적자
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화폐
개혁은 비공식 경제활동에는 일시적
으로 부정적 충격을 가하며, 공식 경
제활동에는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의 악화
정도가 그렇게까지 심각할 것 같지도
않다. 앞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몰수
형 화폐개혁의 충격은 제한적이고 1
회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은 북한 경제체
제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개
방을 북한당국이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이번의 화폐개혁은 북
한당국의 이런 근본적 실정(失政) 위
에 보태진 또 하나의 작은 실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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