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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 ꞏ 문성민**

1)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
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
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ꞏ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
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
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
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
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JEL Classification: P34, G21, E42
핵심 주제어: 북한, 금융제도, 이원적 은행제도, 현금-무현금 화폐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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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
며 금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중앙은행법(2004년 제
정)과 상업은행법(2006년 제정)이 모두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함경북도
은행이라는 새로운 은행 명칭이 ‘전국 재정은행 일군대회’에서 등장하였다. 그런
데, 이러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변화가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과 연관된 이원적 은행제도의 확립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등에 대해 판단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변화에 있어서 가
장 핵심인 상업은행 명칭이 등장했으나, 상업은행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화폐제도의 근간인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의 변화를 암시하는 현금돈자리 제도 도입, 전자결제카드 사용 확산 등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자료가 부
족한 여건 속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관점에서 변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은행법 개정이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
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에 관한 법제도 정비 상황뿐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전반의 제도적 특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부
문의 변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의 독특한 화폐유통구조인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제도의 변화를 사
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을 고려해서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개혁성을
평가하였다. 즉,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발행되는 김일성종합대학보, 경제연구 등
의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북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9년
발간된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이하 강경희(2019))의 내용에 주목했다.
본고에서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주
의계획경제에서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화폐유통구조가 변화되어, 현금과 무현금의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4호 (2021.12)

구분이 약화되고 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였던 무현금 화폐가
일부 구매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셋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
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ꞏ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를 평가해 보면, 첫째, 최근의 금융개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을 회
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최근 북한이 추진하는 금융제도의
변화는 개혁수준이 진일보 하였으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변
화로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1) 셋째, 북한 주민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낮아 상업은행
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되며, 사적 소유권에 대한 개혁 수준이 미흡하고 여전히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최근 북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독특한 화폐유통구
조인 ‘현금-무현금’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였는지 주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보였다. 즉, 은행법 제ꞏ개정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제도 변화의 유무, 제도의 실효성 및 한계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서 일
부 지역에서 시범적ꞏ일시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또는 전면적ꞏ지속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금
융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연구를 정리했으며, III장에서는 과거 북한 금융제
도의 주요 특징을 은행제도 및 화폐유통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V장에
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은행체계,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 수단,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등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북한 금융제도 변화에 대해 추진 배경 및 목적,
1) 다만, 이는 개별 평가지표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아직 구소련 및 중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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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실태, 실효성 측면에서의 한계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추후 개선되
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Ⅱ. 기존 연구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은행체계와 화폐 및
지급결제 등의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먼저, 은행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는 북한의 은행제도가 단일은
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 연구인데, 아직 단
일은행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와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견해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이석기 외(2018)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점 역할을 하고 있어 여전히 북한의 은행체계는 단일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영훈(2017b), 김영희(2019)는 북한의 은행체계가 이원화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황수민ꞏ양문수(2020)는 북한식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석기 외(2018)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재정 및 금
융체계의 개혁과 그 실태에 대해 분석했는데, 새로운 지방상업은행의 등장을 인
지하면서도 이들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북한의 이
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이영훈(2017b)은 최문(2017)
의 주장에 근거하여, 2014년에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기관채산제’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서
술하였다. 또한 이들 은행은 중국 금융개혁의 초기단계에서처럼 기존의 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영희(2019)는 북한에서 새로 등장한
은행을 중국의 지방은행과 비교하면서 은행 설립의 배경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도 단위의 지방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중앙
은행의 상업기능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설립된 은행
이 중국의 도시상업은행과 유사한 지방은행이며, 아직 중국과 같은 대형 국유상
2) 김정은 집권 이전의 북한 금융제도에 대한 연구는 안예홍(2004), 문성민(2000, 2005, 2013), 전홍택
(2005), 김병연(2014), 김광진(2007), 조영기(201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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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박후건(2019)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금융기관
채산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기관들이 상업은행
화되어야 한다는 북한 문헌을 제시하며 최근 북한 은행이 상업은행화되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황수민 ꞏ 양문수(2020)는 최근 북한이 중앙은행 도별
총지점에서 상업은행 조직을 분리하여 도 단위 은행을 설립하고, 시군구 단위의
저금소를 상업은행화하는 등 지방단위의 북한식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으
로 평가하였다. 또한, 개정된 상업은행법에서 명시된 대로 상업은행이 실제 운영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를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은행부문 개
혁의 청사진으로서는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화폐 및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기존문헌
에서는 기업의 현금돈자리 개설, 주민들의 전자결제카드 사용 장려 등의 변화내
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최근 변화는 유휴화폐자금 흡수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이석기 외, 2018; 이영훈, 2015; 이영훈, 2017b; 황수민ꞏ양문수, 2020).
특히 이석기 외(2018)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현금돈자리 및 외화돈자리의 개설
절차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변화된 제도의 실태를 파
악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최근의 변화로 북한의 전통적인 사
회주의 화폐유통구조인 ‘현금-무현금’ 구분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위해서는 북한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과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
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도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체계의 변화와 화
폐유통구조 변화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했으며, 이에 근거해 북한 금
융제도 변화의 개혁정도를 평가하였다.

Ⅲ.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독특한 화폐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북한 역시 전통적인 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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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여 과거 북한의 금융제도를 살펴보자.

1. 단일은행제도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계획 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하나의 국가은행을 통해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따랐다. 단일은행제도란 하나의 대형은행이 중앙은행의 기능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계획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은행제도이다.3)
<Figure 1>

Banking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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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ang, Mun-Su et al. (2012, p.188)
3)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한 것은 레닌(Lenin)이 10월 혁명이 있기 며칠 전 단일국가
은행에 의한 통제기능이 계획경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한 글에서 예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진(2007, p.2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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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7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하 조선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단일은행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
행은 발권, 통화정책(통화조절사업) 등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
인과 기업으로부터 저금 및 예금을 받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의 기
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4) 한편, 조선중앙은행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외화
및 대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은행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전문화 원칙에
따라 설립된 부문별 전문은행,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형태인 합영 금융기관, 특
정 지역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내각의 대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이 있
는데, 이 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의 산하기관이면서 전문화원칙에 따라 대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은행으로 분류되어 있다(<Figure 1> 참조).

2. 현금-무현금 구분의 화폐 및 지급결제 제도
[화폐 및 지급결제 제도]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를 현금과 무현금으로 구분하여, 가계는
현금으로 소비재 구입에, 기업은 무현금으로 생산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원래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무화폐 경제(moneyless
economy)를 지향하였으나, 소련의 전시공산주의(War Communism) 기간 동안 화
폐를 철폐하려는 정책이 큰 경제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소련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기간 동안 화폐를 재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Nove, 1990), 이후
1930년대 스탈린체제에서 ‘현금-무현금 분리’에 입각한 화폐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이나 시장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화폐 시스템, 즉 현금(저
금)과 무현금(예금)을 구분하는 제도가 구축되었다(Kuschpeta, 1978).
이러한 현금-무현금 구분제도는 사회주의 기업부문에 대해서는 무현금 거래를
통해 중앙계획이 주(主)가 되고 화폐는 단순히 회계단위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화폐 이념에 입각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가계부문에 대해서는 화폐
의 구매력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전시공산주의 시기에 발생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5)
4) 주민들의 저금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및 체신 기관의 저금망이 조선중앙은행의 산하기관으로 존재하였다.
5) 이러한 사회주의의 현금-무현금 구분 화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구매력이 없는 기업의 무현금 화폐가 구매력을 가진 능동적 화폐 즉,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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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기업의 모든 생산활동과 거래가 국가계획의 지시대로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미시적 금융통제(micro financial control)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소련경제에서는 ‘루블에 의한 통제’라고
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라고 일컫는다. 즉, 화폐의 기능이 계획을
집행하고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매개하는 회계적 수단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이 강조된 화폐가 ‘무현금 화폐’이다. 무현금 화폐는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기업
또는 공장이 생산수단을 지급 결제하는 데 필요하며,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
다. 무엇보다도 무현금 화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만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획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를 위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며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현금 화폐는 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인 것이다. 이는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무현금 화폐가 현대경제에서의 예금통화 또는 계좌이체
및 전자결제 등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무현금과 대비되는 화폐는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 즉 현금 통화이다. 북한에서 현금 통화는
주민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다. 현금 통화는 기업이
가계부문에 지급하는 임금 명목으로 발행되며, 발행된 현금은 국유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또는 가계 저축을 통해 다시 중앙은행으로 환수된다(<Figure 2> 참조).
북한의 현금-무현금 화폐유통 구조는 <Table 1>과 같이 1990년을 전후로 현금의
기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에
서와 같이 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로서 계획부문에서의 결제에
사용되는 수단이었으며, 기업간 생산재 거래에 사용되었다. 한편, 현금은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서 기능하며, 주민과 기업간 또는 주민간 소비재
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배급제가 폭넓게 운용되었기 때문에 현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구매력이 제한된 화폐였다고 할 수 있다.6)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의

못했으며(Kim, 2002), 가계에 지급된 현금소득이 은행으로 환류되지 않고 퇴장됨에 따라 대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과거 구소련에서 이렇게 축적된 과잉통화(monetary overhang)의
총통화 대비 비중은 1989년과 1991년 각각 25%, 38%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Kim, 1999).
6) 김병연(2014, p.4)에 따르면, 구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배급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
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와 비교하여 중국과 북한에서의 배급제는 가계부문에서의 화폐
사용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영훈(2006, 2015)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현금거래가 가능
한 부분이 사적 소유 영역인 소비재에 국한되어 있는데, 북한은 다양한 생필품이 배급제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현금 유통영역이 더 제한된 현물경제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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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배급은 쿠폰과 더불어 국정가격에 준하는 현금 지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매
시 지급해야 하는 쿠폰은 개인의 구매력을 제한한다. 물론 배급이 보장되지 않는
여타 소비재는 국영상점 또는 장마당에서 현금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이 경우
현금은 온전하게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배급제가 작동
되는 부문에 한해서는 현금 역시 기능적 측면에서 수동적 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난의 행군 이전, 즉 식량을 비롯하여 기초
생활필수품의 배급이 작동했던 1990년대 이전 북한에서의 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와 비교하여 ‘제한된 능동적 화폐’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

Monetary System & Payment Settlement in USSR Economy

Note: Gosbank was the central bank in the USSR, and it both executed the national budget
and collected taxes.
Source: Reconstructed by Kim, Byung-Yeon (2014, p. 5) based on Peebles (1992)

<Table 1> Changes in Cash & Non-Cash Monetary System in North Korea
Period

Major Changes

Cash

Non-Cash

Before 1990

Real Public
Distribution
System(PDS)

Restricted Active
Money

Passive Money

1990-2012

Nominal PDS

Active Money

Passiv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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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제가 작동하지 못하
게 되었고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 화
폐의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초 이후 시장화 확산과 더불어
북한경제에서는 현금 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보다 중요해졌다. 2002년 북한
은 7.1조치를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8.3노동자가 납
부하는 8.3자금7)이나 물자교류시장에서의 현금거래 등으로 기업의 현금보유 공
간이 형성되었다. 이영훈(2015)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금거래 및 현금보유가 확대되었으며,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은 현금누수 현상이 심
화되고 유휴화폐자금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90년대 이전과 달리 기
업부문에서의 화폐가 구매력을 가진 능동적 화폐로 전환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상에서는 여전히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북한이 화폐경제로 이행한 1990년대 이후부터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는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와 같이 수동적 화폐인 무현금과 능동적 화폐
인 현금이 구분된 화폐유통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주민-저금, 기업-예금의 은행돈자리 구분제도]
주민은 은행에 저금돈자리(저축계좌, savings account)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예금돈자리(결제계좌, payment account)만을 개설할 수 있었다.8)
주민은 제한된 능동적 화폐인 현금을 은행에 저축해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저금돈자리(savings account)만을 개설할 수 있었고, 예금돈자리는 개설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등의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기업은 수동적 화폐인 무현금만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는
저축 기능 없이 결제 기능만 하는 결제계좌인 예금돈자리(payment account)만 개
설할 수 있었고, 가치저장 기능이 있는 저금돈자리는 개설할 수 없었다.

7) 8.3자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경제활동(8.3노동자)을 하고, 그 대신 현금(8.3자
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8) 북한은 주민들의 은행 저축은 ‘저금’으로, 기업들의 기본돈자리 자금은 ‘예금’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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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발권제도]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3>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조폐공장에서
인쇄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미발행은행권인 예비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
요시 이를 중앙은행 지점에 유통면화폐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이 유통면화폐가
기관ꞏ기업체로 유통되면서 시중에 화폐가 공급되었다. 또한 유통된 화폐의 회수
는 유통면화폐가 예비화폐가 되는 과정으로 화폐발행과 회수가 중앙은행 본점과
지점간의 관계에서 진행되었다.9) 이러한 발권과정에 대해 강경희(2019)는 은행
체계가 하나의 중앙은행체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점과 지점간의 수직적 관
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igure 3>

Past Issuing System of North Korean Central Bank

Note: Reconstructed by authors based on Kang, Kyeong-Hui (2019)

9) 보다 구체적으로 예비화폐와 유통면화폐를 연결하는 조절화폐가 있으며, 조절화폐의 보유한도가 초과
할 경우 유통면화폐를 회수하여 예비화폐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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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창조 제도]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신용창조를 부정한다. 단일
은행제도에서는 별도의 상업은행 없이 중앙은행의 발권기능만으로 모든 통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창조 기능이 불필요하였다.
북한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신용창조를 부정하였다. 다만, 대출업무 수행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저금 및 예금을 근거로 한 대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출이 이원적 은행제도의 신용창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신용창조라고 지칭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신용
창조는 상업은행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으로의 무현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러
한 측면을 감안해서 본고는 이를 ‘유사 신용창조’라 부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출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출을 발권능력에 의존하
지 않고 흡수한 자금을 근거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규모를 ‘대출 재원’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 재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사 신용창조’가 가
능하게 되었다. 1995년 발행된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서는 대부자금 원천에
기업의 예금돈자리 자금이 포함되면서 신용창조가 가능해진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 기업 예금을 대부재원 원천에 포함하여 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에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제 기능
을 못하게 된 배경에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에 기반한 불반환적 성격의 자금공급을 통해 기업ꞏ기업체로 화폐가 유통된다. 그
러나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아닌 신용에 기초한 화
폐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문성민(2013)에 의하면 북한은 1990
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국가 계획체계를 종전의 ‘재정’ 계획화 체계에서 ‘신
용’ 계획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가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재정이 아닌 은행 대출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은행 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출 재원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상의 변화가 이 당시 나타났다.10)
북한이 은행 대부재원에 기업예금을 포함했어도 신용창조가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와 같이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화
폐유통구조 때문이다. 현금과 무현금 화폐의 명확한 구분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

10) 기업의 투자재원을 국가 재정에서 은행 대출로 변경한 것은 여타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정책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연성예산제
약(Soft Budget Constraints)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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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 예금을 원천으로 하는 무현금 대부는 장부상 예금액이 늘어날 뿐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통화량 증대, 즉 신용창조로 보기 어렵다. 물론,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제한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현금거래를 용인하면서
예금돈자리에 있는 무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등 현금누수 현
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량이 증대되었다.11) 이로 인해
기업에게 이루어진 무현금 대부가 현금화되어 시중의 유통통화량을 증대시키고 물
가를 상승시킬 개연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이면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결과일 뿐, 제도적으로 신용창조를 용인하여 초래한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경제연구』를 살펴보면 대부자금 원
천의 변화를 통해 은행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경계12)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부규모 한도의 범위가 보다 완화13)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
현금누수에 기반한 ‘유사 신용창조’가 구현되었던 시기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Table 2>
Era

Before the
legislation of
commercial
bank law

After
legislation of
commercial
bank law
(2006)

Source of Loans & Credit Creation in North Korea
Source

Source of Loans

Credit
Creation

Economic
Dictionary
(1985)1)

ꞏ personal savings, premiums, remittance funds,
Impossible
deposits on collective farms’ account

Financial
Dictionary
(1995)1)

ꞏ personal savings, premiums, remittance funds,
banks’ own funds, funds in the payment
account of socialist corporate, other

Yoon,
Yeong-Soon
(2009)

ꞏ personal savings, insurance funds, remittance
funds, profits, funds in the payment account of
socialist corporate, funds during payment,
special payments funds, other

Similar to
credit
creation

Note: 1) Re-quote from Mun, Sung-Min (2005)
2) The underlined part indicates the newly added loan source
11) 이와 관련하여 이영훈(2015)을 참조.
12) 문성민(2005)은 이와 관련하여 1994~1997년 사이 『경제연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였
다. 예를 들어, 리상조(1994)는 사회주의의 은행 대부사업이 자본주의의 신용창조 기능과는 구별되므
로 기업 계좌에 남아 있는 은행 대부금도 은행의 대출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홍영의(1996)는 대부금 잔고를 은행의 자원으로 반복 사용할 경우 은행자원이 부당하게 증대된다며
비판하였다. 리원경(1997) 역시 은행이 대부활동을 통해 은행 자원을 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13) 리원경(1997)은 대부규모가 은행자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던 반면, 리원경(2002)
에서는 은행자원과 대출 잔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대부규모 한도의 범위가 보
다 완화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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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김정은 시대 금융제도 변화
1. 은행체계 변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변화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은행체계
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제정된 2000년대 중반에도 북한에서는 중앙은행
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상업은행이 신설되지도 않았다14). 그런
데,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에는 북한 은행의 조직 체계
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제3차 재정일꾼대회
(2015.12.13.일)에서 함경북도은행 총재 명칭이 언급되면서부터이며, 그 이후 자
강도은행 등의 새로운 은행 명칭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2015년의 법(중앙은
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15)과 함께 북한 은행 조직 체계에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은행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았
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지방 상업은행이라는 견해(김영희, 2019)도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의 지방조직인 도별 총지점이 분리ꞏ개편
된 것으로 중앙은행 지점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체계의 개편이
나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이석기 외, 2018)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새로 신설된 은행의 실체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
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상업은행의 존재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황수민ꞏ양문
수(2020)는 신설된 상업은행이 저축과 더불어 세금징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북한 은행체계에 변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14) 김광진(2007)은 북한의 금융기관 체계가 은행, 비은행, 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은행은 북한 원
화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외화거래를 담당하는 외환전문은행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은행체계에 상업은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중
반 이후 북한 은행체계를 설명하는 여타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KDB산업은행, 2015). 다만,
최근 발행된 KDB산업은행(2020)에서는 북한의 은행체계가 이원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5) 북한은 일찍이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법에서 중앙은
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통화를 조절(중앙은행법 제26조)하고 금융기관에 대부(중앙은행법 제28조)를 주
며, 상업은행 업무로는 예금, 대부, 결제 업무 등(상업은행법 제18조)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상업은행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여타 제도의 변화도 미진하여, 이 당시 북한의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은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15년 개정된 법에서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화폐가치 안정’(중앙은행법
제29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업은행법에 ‘카드업무가 신설’(상업은행법 제18조)되고 이전에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데에서 ‘하나의 은행에 개설’(상업은행법 제30조)할 수 있는
등, 법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즉, 북한 주민의 카드 사용, 기업의 복수 계좌 개설 등 가계 및 기업이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융서비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
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s://www.unilaw.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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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은행의 실체나 그 속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중에, 2016년 북
한에서 발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투자안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은행의 조직체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된 북한의 은행
조직체계는 <Figure 4>와 같이 중앙은행, 상업은행,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상업은행은 국가상업은행, 지역상업은행, 외국투자은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에서 국가상업은행은 종전의 대외결제 등 외화업무를 담당했던 외화전문은행을
일컫는 말이다. 무역은행, 대성은행, 일심국제은행 등 외화전문은행이 국가상업
은행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상업은행은 평양시은행, 평안남도은행, 평안북
도은행, 강원도은행 등 12개 은행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최근에 언급되고 있
는 신설 은행이 지역상업은행임을 알 수 있다. 책자가 발간된 2016년을 기준으
로 북한의 도(직할시 및 특별시 포함) 단위 행정구역이 12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지역상업은행은 도(직할시 및 특별시 포함) 단위에서 설립되었음을

<Figure 4>

Recent Banking System in North Korea (2016)

Note: Reconstructed by authors based on DPRK’s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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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orth Korean Literature: Separation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between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Related Content
ꞏ p. 9, Today, in our country, a banking system was established with the central bank as
the country’s only issuance bank and commercial banks as its management units.
ꞏ p. 39, In our country, the tasks of issuance, monetary regulation, and making deposits and
loans used to be together within one central banking system. It has now been divided
into a central bank and a commercial banking system, and has shifted to a system that
specializes in the functions and roles of banks. As a result, the central bank is now the
sole issuing bank in the country. It functions professionally and plays the role as the
center of monetary regulation. The commercial banks are in charge of deposits and loans.

Source: Kang, Kyeong-Hui (2019)

가늠할 수 있다.16) 또한,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을 아우르는 외국
투자은행17) 역시 상업은행의 한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즉, 북한의 상업은행에는
종전에 외화거래를 담당했던 대외결제은행과 외국투자은행법에 근거한 외국투자
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화폐의 유통과 자금중개를 책임지는 지
역상업은행이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에는 라선개
발금융회사와 그 외에 국제무도기금, 조선변호기금 등의 금융기관이 있는 것으
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이 등장한 상업은행은 조선중앙은행에서 조직 및 기능을 분리해 설
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경희(2019)에서는 북한의 은행체계가 중앙은행과 상업은
행으로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중
앙은행 체계 안에서 발권, 통화조절, 예금, 대부 업무가 함께 수행되었으나, 지금의
중앙은행은 발권업무,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부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기능하
고 있어 은행의 조직과 기능이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참조).

2.‘현금-무현금’화폐유통 및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김정은 시대에서는 과거의 ‘기업-무현금-예금돈자리’, ‘가계-현금-저금돈자리’
의 구분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획경제의 근간인 ‘현금-무현금’
16) 2016년 북한 행정구역은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
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12개이다. 2019년에는 개성이 특별시로 승격되어
13개 도(직할시ꞏ특별시)로 증가하였다.
17)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은행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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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기업부문에서
의 변화는 ‘현금돈자리’ 도입, 가계부문에서의 변화는 ‘전자결제카드’ 확산을 통
해 엿볼 수 있다.

[기업-무현금-예금돈자리 제도 변화]
‘기업-무현금-예금돈자리’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기업의 ‘현금돈자리’ 제도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
로 파악된다.18)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기업소의 지급결제 방식은 <Figure 5>에서처럼 ① 무현
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 계좌이체, ② 현금 인출ꞏ지급, ③ 예금통화
(능동적 화폐, active money) 계좌이체 등 세 가지로 다양해졌다. 첫 번째는 종전
에 북한 기업이 주로 사용했던 예금돈자리(기본돈자리)19)를 통한 무현금 유통이
다. 예금돈자리는 국정가격에 의한 무현금 결제만 가능한 결제계좌(payment
account)이다. 즉, 전통적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인 무현금이 유통되는 영역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는 최근 신설된 현금돈자리와 관련된 방식으로서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에 변화
를 초래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금돈자리는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협의계약에 의
한 거래대금을 협의가격으로 이체할 수도 있다. 또한 현금돈자리에 예치된 예금
은 결제성예금 뿐 아니라 저축성예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20)
현금돈자리를 통한 지급결제 방식은 실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는지, 또는 계
좌를 통한 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지급결제
방식은 현금돈자리에서 현금 출금을 하고, 이를 기업간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다.21) 이는 기업의 현금 결제가 제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
18) 이석기 외(2018) 참조.
19) 일부 문헌에서는 기본돈자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금돈자리, 기본돈자리, 결제돈자리가
모두 같은 의미의 돈자리이며, 이들은 모두 결제성 예금, 즉 payment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0) 이석기 외(2018)에서는 현금돈자리의 개설절차 및 이자지급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4.5%(3개월), 5.2%(6개월), 5.5%(1년) 등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
으로 설명되어 있다.
21) 과거에도 기업의 현금인출이 가능하긴 했다. 하지만 그 한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석기 외(2018,
p.280)에 따르면, 기존의 화폐유통법 시행규정(2009년)에서는 기업소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4년경부터는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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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현금돈자리에 예치된 자금을 협의가격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대금결제 방식
이다. 북한은 이를 무현금 결제방식으로 표현하면서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에 변화
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를 이용한 계좌이체와는 다르다. 즉,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예금
통화(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를 이용한 계좌이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예금통화 계좌이체’로 표현하였다.
첫 번째 방식인 ‘무현금화폐 계좌이체’와 세 번째 방식인 ‘예금통화 계좌이체’
는 모두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차이점은 첫 번째 방식은
구매력이 없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무현금화폐 유통이고, 세 번째 방식은 구매력
있는 화폐가 유통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을 살펴보
면, 종전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뿐 아니라, 계
좌이체, 전자결제카드를 통한 결제 등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인식하는 예금
통화에 기반한 결제까지 모두 무현금화폐로 표현하고 있어, 무현금화폐의 범주
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상업은행법(2015)에서는 현금돈자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는 않다. 하지만, 과거 기업이 ‘한 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고 했던
규정을 ‘한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상업은행법 제30조)하여,
각 기업소가 하나의 거래은행에서 복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현금돈자리에 입금한 현금은 별다른 제한 없이 현금 인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기업간
거래에서 통용되는 무현금화폐가 종전의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실질적
으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
음을 보여주어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금돈자리를 이용하는
기업소의 경우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유사한 협의가격에 의한 거래가 합법
화되었으며, 이는 가격자유화가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금돈자리 개설이 가능한 기업소에 한하여 무현금 화폐는 실질적
인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현금화폐에서 종전의 수동적 화폐의 의미가
퇴색되고, ‘제한된 능동적 화폐’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사유가 타당할 경우 기업소들은 현금돈자리를 통해 신청금액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인출한도
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2) 주요 국가전략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 등 일부 계획부문에서는 기존의 ‘기본돈자리’를 통한 무현금화
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의 지급결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수동적 화
폐가 완전한 능동적 화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수동적 화폐가 제한적으로 기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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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s in Corporate Bank Accounts and the Money Circulation:
How One Company Pays Another

[‘가계-현금-저금돈자리’제도 변화]
가계부문에서는 전자결제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전자결제
카드는 2010년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나래카드와 2015년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성카드이다. 나래카드는 외화충전식으로 외화상점, 백화점, 호텔 등에
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시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
카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성카드는 내화충전식으로 국영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망을 기반으로 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은행계좌
와 연동된 직불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 북한 주민들이 은행에 개
설 가능한 계좌가 저축성 계좌에 국한되었던 데에서 최근에는 결제계좌도 개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다양한 전자결제카드가 발행ꞏ사
용23)되고 있으며, 유선전화 사용시 카드결제를 통한 납부를 요구24)하고, 각 도별
은행에 ATM 기계가 설치되어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도 관찰되고 있
다. 2015년 개정된 상업은행법에서 은행카드업무가 신설(상업은행법 제18조)된
점은 최근 북한에서 전자결제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며 위축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23) 외화카드인 금길카드도 출시되었고(최문, 2017), 전화카드와 전화비 충전카드 등의 예불카드, 상점이
발행하는 상품구입카드 등(이영훈, 2017a) 전자결제카드 사용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4) 황수민ꞏ양문수(2020)에는 2017년부터 북한에서 유선전화 요금 납부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통
해 결제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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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무현금 구분제도 변화]
종합해보면, <Figure 6>에서와 같이, 가계는 저축계좌인 저금돈자리만 보유했던
과거 제도에서 전자결제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및 송금이 가능해지고 은행에 결제
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결제계좌만 개설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에는 현금돈자리 중 일부를 저축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지
급결제 수단으로 유통되는 화폐체계에서 무현금화폐가 구매력이 있는 화폐(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로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시대에는 무현금화폐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현금의 의미
가 달라졌던 1990∼2012년의 변화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Figure 6> Changes in North Korean Money Circulation and Method of
Payment Settlement

<Table 4> Changes in North Korean Cash vs. Non-Cash Monetary System:
Recent Changes
Period

Major Changes

Cash

Non-Cash

Before 1990

Real Public
Distribution
System(PDS)

Restricted active
money

Passive money

1990-2012

Nominal PDS

Active money

Passive money

After 2012

Introduction of cash
accounts

Active money

Restricted passiv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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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변화
[발권제도의 변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현금)은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뿐 아니라 단일은행제도에서도 발권은 중앙은
행이 담당한다. 다만, 두 제도의 차이는 중앙은행권이 누구를 통해 발권이 이루
어지는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원적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
출을 실행(본원통화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발권이 이
루어진다. 반면,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
행)하고, 기업이 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어진다. 즉, 중
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
는지가 가장 큰 차이이다.

<Figure 7> Changes in Issuing Process: Issuing through Commercial Banks
Past

Present

Notes: 1) The “Past” issuing process is a simplification of Figure 3.
2) Reconstructed by authors based on Kang, Kyeong-Hui (2019)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강경희(2019)를 살펴보면, 종
전과 달리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의 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7>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중앙
은행지점에 개설된 기업의 돈자리를 통해서 현금의 인출시 발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독립적인 관계가 반영된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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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화폐발행이 담보물25)에 기초한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자금의 수요자인
기관ꞏ기업체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닌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것
이 주목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대부수요는 기관, 기업소들
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이며, 이때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의 상품생산계획에 기
반하여 상업은행에 대부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상
업은행의 거래대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책자에서는 중앙
은행이 기관, 기업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이들과의
거래는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able 5> 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은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된 금융
기관채산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채산제, 즉 은행부문에 적용된 독
립채산제에 의해 상업은행은 기업의 대부자금을 은행업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
보, 운영하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 자체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
터 대부를 받게 되었다. 홍증범(2018)은 북한의 지방상업은행이 지역범위에서 화
폐유통을 책임지고 조직하는 금융기관이며, 해당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예산
을 벗어나는 추가자금 수요는 저금, 예금수입, 보험료수입, 대부이자수입, 환자업
무(환전)를 통한 수입, 봉사수입 등의 업무수입을 통해 보장하고 수지균형을 맞

<Table 5> North Korean Literature: Transaction Counterpart & Central Bank
Loans to Commercial Banks
Related Content
Transaction
Counterpart

ꞏ p. 3, The central bank does not deal directly with institutions,
businesses or residents in certain areas. It is commercial banks that
deal directly with institutions, businesses, and residents.

Central Bank
Loans to
Commercial
Banks

ꞏ p. 7, Today, based on this new banking system, the issuing system
is based on the loans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a commercial
bank, which is an important condition to strengthen the collateral
for issuing banknote.

Source: Kang, Kyeong-Hui (2019)
25) 상품생산계획과 같은 상품보증문건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책자에서는 상품유통량과
화폐유통량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품생산실적’에 기반한 화폐발행이 보다 우수하지만,
현재 북한은 ‘상품생산계획’에 근거하여 화폐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품생산계획
에 기반한 경우에는 상품생산 전에 화폐를 발행하며, 상품생산실적에 기반한 경우는 상품생산 후에
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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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ꞏ운영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의 추가자금도 대부의 형태로 공급받아 그 책임도 강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6)

[신용창조제도의 변화]
상업은행이 출현하고 예금통화에 기반한 대부가 이루어질 경우 신용에 기반한
통화량 증대, 곧 신용창조가 구현될 수 있다.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
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종전의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
의 의미가 퇴색되어 기업간 지급결제에서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능동적 화폐,
active money)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도적으로 신용창조가 가능
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을 살펴보면, 지불준비금의 대한 논의가 종전과 다
른 각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의 대상에 대한 논의도 이
루어지고 있어 신용창조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불준비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지불준비금제도의 의미, 필
요성과 같은 피상적 논의만 이루어졌던데 반해27), 최근에는 상업은행의 대부규모
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28)하에 지불준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은행이 대부원천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금자원의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입금되는 다양한 자금 가운데,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원천규모 산출시 기업들의 현금돈자리 자금
을 저축성과 결제성으로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국
명(2019)은 현금돈자리 자금 가운데 겨울나이준비저금을 지불준비금 규모 산출에
포함해도 되는 자금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석춘(2019)은 현금
돈자리에 입금된 자금 가운데 저축성 예금은 장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유휴화

26) 다만, 금융기관 채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평가는 기업부문에 도입
된 독립채산제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생산성 향상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7) 북한은 2006년 제정된 상업은행법 제21조(지불준비금의 보유)에서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업은행은 정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명봉, 「2018 최신북한법령
집」, 2018). 또한, 2006년 북한에서 발행된 『경제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은 지불준비금제도를 세
움으로써 중앙은행을 중추로 하는 통화조절 체계를 확립하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훈(2017b) 참조.
28) 강경희(2019)에 의하면, 상업은행이 현금지불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지불준비금제도가 있으며, 이
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을 기초로 상업은행이 지급하는 무현금규모를 통제하기 위
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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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금으로서 상업은행의 대부원천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29) 즉, 기업의 현금돈
자리 자금 가운데 단기수요가 높은 결제성 자금은 은행의 대부원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규모를 계산하기 위한 예금총액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 반면,
저축성 예금은 장기성을 갖는 자금으로서 대출재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예금
총액에 포함시켜 지불준비금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북한
은 상업은행이 자금중개를 하는데 운용할 수 있는 예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불준비금 규모를 산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30)
두 번째로, 현금-무현금 유통 및 통화조절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
는데, 이는 신용창조에 의한 통화량 증대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 화폐유통구조의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의 현금대부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경제연구』에 수록된 연구를 살펴보면, 2016년에만 해도 기업의 현금
수요가 높아진 만큼 무현금 뿐 아니라 현금 대부도 장려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고금혁, 2016). 즉, 2016년 시점에서는 기업의 현금대부를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지만, 이것이 논의에 그친 것인지 실제 구현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
다. 다만, 현금돈자리 개설이 2012년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점차 확대된 점31)을
고려했을 때, 기업간 거래에서 현금거래, 인출 등이 종전보다 자유로워졌을 것으
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현금대부도 가능했을 개연성이 높다.
최근 문헌에서는 기업에 대한 현금대부를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발행된 『경제연구』에서는 현금과 무현금의 유휴화폐자금이 대부 및
결제자금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관국,
2019). 이과 같은 맥락에서 강경희(2019)에서는 상업은행이 대부를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무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기업이 현금돈자리를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해지고 무현금 대부 뿐만 아니라 현금 대부도 가능해졌다는 의
미는 종전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가 구매력이 있는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은행이 기업의 예금자원을 토대
로 대부를 해주는 과정에서 구매력이 있는 화폐량 증대, 즉 신용창조를 구현하게
29) 이와 관련한 북한 문헌내용은 부록 <Table A1>을 참조.
30) 김정은 집권 이후 도입된 금융기관채산제는 지불준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기관채산제로 인해 은행은 자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책임도 강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여건에서 은행
의 대부규모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31)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기업의 현금출금이 가능한 현금돈자리를 개설하였으며, 2014년에
는 계좌 개설 및 대금송금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금인출 한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며, 저축
성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보완조치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석기 외(2018, p. 279~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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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금과 무현금의 경계가 약화된 제도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통화조절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강경희(2019)에서는 현재
통화조절 대상으로 현금만 국한시키고 있는 점이 문제이며, 사회주의 통화조절
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금과 무현금을 모두 통화조절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통화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2)
종합해보면, 최근 북한에서는 현금돈자리를 통한 현금 인출, 기업의 현금 대부
등 현금과 무현금의 경계 약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반
되는 신용창조 및 물가 상승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통화조절의 대상에 대한 문
제제기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무현금화폐에 대한
인식에 과거의 전통적인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와 변화된 무현금 화폐인 예
금통화(능동적 화폐, active money)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
화조절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인식과 괴리33)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과도기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6> Source of Loans & Credit Creation in North Korea: Recent Changes
Era

Before the
legislation of
commercial
bank law

Source
Economic
Dictionary
(1985)1)
Financial
Dictionary
(1995)1)

After legislation
Yoon,
of commercial
Yeong-Soon
bank law
(2009)
(2006)
After the
revision of
commercial
banking law
(2015)

Nam,
Seok-Chun
(2019)

Credit
Creation

Source of Loans

ꞏ personal savings, premiums, remittance funds,
Impossible
deposits on collective farms’ account
ꞏ personal savings, premiums, remittance funds,
banks’ own funds, funds in the payment
account of socialist corporate, other
Similar to
credit
ꞏ personal savings, insurance funds, remittance
creation
funds, profits, funds in the payment account of
socialist corporate, funds during
special payments funds, other
ꞏ own funds, personal savings,
deposits, financial institution loans

payment,

corporate

Credit
creation is
Hong,
ꞏ savings, deposit, premium income, loan possible
Jeong–Beom interest, income from currency exchange,
(2018)
service fees

Note: 1) Re-quote from Mun, Sung-Min (2005)
32) 현금 대부 및 통화조절 대상 인식에 대한 북한 문헌내용은 부록 <Table A1>을 참조.
33) 이와 관련하여 부록 <Table A2>, <Figure A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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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1. 금융제도 변화 추진 배경 및 목적
[경제개혁에 적합한 금융제도 마련 필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 및 화폐제도의 개혁 움직임은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계획경제 축소 및 시장경제 확대 방향의 경제개혁조치와 맥을 같
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경제 변화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가격자유화가 허
용되고 국가계획이 아닌 시장의 수요에 맞춰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계획하
고 상시 주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종전과 달리 계획경제가 축소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장34), 기업소, 대외경제부문에서 각
각 농장지표, 기업소지표, 기타지표와 같은 시장경제 영역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
표가 등장하였다.35) 새로운 지표들은 농장ꞏ기업소 지배인, 무역일꾼 등 각 부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기존의 국가계획영역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에서 중앙지표는 농업생산계획으로 수립되고 국가
가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수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앙지표 이외에 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장지표를 계획하여 수익성을 고려한 작물을 선정하고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소의 경우에도 여타 기관들과
주문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업소지표’에 기반하여 자
율적인 계획ꞏ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소지표는 전략적 계획에 해당
되는 중앙지표와는 별개의 지표이다. 기업소지표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한 제품
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대외경제부문에
서도 전략지표 및 제한지표는 국가의 계획으로 수립되고 가격도 중앙에서 승인
하는 반면,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수출입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기타지표를 통
해 액상계획을 세우고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36)

34)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소이다 (농장법 제2조).
35) ‘지표’는 생산에 대한 계획을 물량 또는 금액으로 수치화한 것을 의미한다.
36) 이와 관련해서는 장명봉(2018), 양문수(2017)를 참조. 양문수(2017)는 종전에도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
율성이 존재하였지만, 2015년 법개정을 통해서 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 개념이 새롭게 설정
되고 중앙과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
분권화의 진전이 주목된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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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 국가계획 부문은 축소하면서 자금 및 원자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가계획 이외의 기업소계획 부문은 자율적 시장 기능에 맡기
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 경제개혁조치에 맞춰 시장경제
영역이 운용되는 부문에서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 즉 현금 및 예금통화에
기반한 지급결제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전반에 걸쳐 도입된 시장경
제 요소가 운용되기 위한 윤활유로서 화폐금융부문에서의 변화도 모색된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공금융 기능 회복]
북한경제의 금융부문에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라이제이션의 심화, 그리고 사(私)금융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 금융
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화폐적 요인의 측면에서는 현금누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이영훈(2015)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현금거래가 확대되었고, 시장화 확산과 더불어 점차 현금누수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기업소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소간의 거래, 즉 국영상점이 아닌 비공식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소비
재 구입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업간 현금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가
격으로 거래 가능한 현금의 선호,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대는 은행을
통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시중의 유통통화량
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금누수 심화로 공식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
활동 수용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도 현금누수가 심화될 수 있어 현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 융통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최근 북한은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
래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
고 있는 통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
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유휴화폐자금을 국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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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09년 단행되었던 화폐개혁은 북한원화를 비롯하여 은행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으며, 이는 달러를 비롯한 외화통용을 심화시켰다.37) 이는 은행
및 통화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저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금융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북한은 주민들의 저축률이 낮고 외화통용이 심한데,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 비
교해 보면 달러라이제이션이 높은 국가들에서 예금통화의 비중이 낮은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Figure 8>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 개도
국의 주요지표들 가운데 M1통화량과 그 구성비인 예금통화의 비중 변화를 보여준
다. 이를 살펴보면, 개혁개방 초기부터 저축률이 높았던 중국38)의 예금통화 비중
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2000년대 초반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화통용 심화 수준이 북한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캄보디아39)의 경우

<Figure 8> Proportion of Deposit Currency in East Asian Socialist Countries
China

Cambodia

Note: The proportion of deposit currency refers to the ratio between demand deposits and the
M1 money supply (cash currency + demand deposits).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2005)
37) Mun and Jung(2017)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2009년 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자산대체 및 통화대체 등 외화통용의
수준이 2010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중국은 1950년대 건국 초기에 도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축형태로 은행에 입금되고 생활비를 은행에서
수령하는 형태의 강제저축이 있었다. 이후 낮은 생필품 가격, 월급 정액에 금리가 부여되는 등 시스
템이 안정되면서, 저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물가 안정과 화폐에 대한 신뢰는 안정적인 저축
으로 이어져, 1960년대와 1970년대 국민계정상 저축률이 30% 수준을 유지하였다 (임호열 외, 2015).
39) Mun and Jung(2017)은 북한의 높은 달러라이제이션 수준이 2000년대 초반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유
사하다고 평가하였다. ADB(2005)에 따르면, 라오스의 경우 M1 통화량이 급증하는 2000년대 초반 예
금통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 그 비중이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M1 통화
증대의 많은 비중이 현금통화량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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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화 비중이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1990년대 후반 예금통화
비중이 10%에 못 미치며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2004년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높은 외화통용 수준과 낮은 예금통화 비중이 모두 관찰된다
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하다.
북한이 은행에 저금 만기시 인출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전자결제카드 사용
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며, 예금 금리를 높이는40) 등의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공식 금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은 공금융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
공식 부문에서의 금융활동, 곧 사(私)금융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신흥 재력가인 ‘돈주’를 중심으로 비공식 금융이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이석기 외, 2014;
임을출, 2015; 김영희, 2015; 박영자, 2016).41) 이와 같은 북한 사금융의 성장은
공금융에도 영향을 주어 북한 금융제도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바로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도입된 ‘주민-기업소 자금대차’ 제도가 그 일환이
다. 이 제도는 재력이 있는 북한 주민, 곧 돈주의 자금을 기업에게 대부해 주는
종전의 사금융을 제도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상업은행은 주민과 기업소간의 중
개역할을 담당한다. 즉, 사금융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돈주의 자금을 활용하여 상
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공금융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본형성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모색한 제도상의 변화라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수민ꞏ양문수(2020)는 회색지대에서 이
루어져 왔던 주민-기업소간 자금대차 계약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상업은행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북한식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다.

[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40) 최문(2017)은 북한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5%로 중국의 1.5%와 비교하여 3배 높으며, 각
상업은행이 저금 유치를 위해 판촉활동(예: 6개월 이상 저축고객에게 백화점 할인카드 제공)을 적극
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1) 물론 이러한 사금융에서의 경험수준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ꞏ문성민(2020)에
따르면, 상거래신용, 금전대차, 계 등 비공식 금융활동을 한 가지라도 경험한 북한 주민의 비율이
27.8%로 비공식금융의 경험도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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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
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
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구분하는 화폐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IT 기술 발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42)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결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았던 사회주의국가에서 단일은
행제도는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은행제도였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계획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단일은행제도를 고수
할 필요성은 약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최근 북한은 기업에
현금돈자리 개설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등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강화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설립ꞏ추진하고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북한에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한 지급결제의 수단
으로서 무현금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지불, 기업간 결제, 기업과 은행간 결제

<Table 7> North Korean Literature: Non-Cash Currency in an “Information Society”
Related Content
ꞏ p. 60, In a socialist society, a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s and as banks become
more digital, the people will be able to pay for their daily living expenses through the
use of cards, not only cash, and other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through a card
payment system between retailers and banks. This can reduce the amount of cash in the
money circulation, save enormous social costs related to the circulation of cash, and
bring great progress in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 money supply.
ꞏ p. 60, In a socialist society, as the economy develops and as the function and the roles
of banks increase, the amount of cash circulating in the economy decreases, and as the
use of non-cash increases, more economic transactions are realized using non-cash
circulation methods.
Source: Kang, Kyeong-Hui (2019)

42) 이영훈(2017b)은 북한은 ICT 기술을 접목한 금융기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체제전환국가에서
의 금융개혁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북한에서 관찰되는 카드사용의 제도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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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금이 아닌 무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화폐가치 안정에 기여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논의되는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화폐, 즉 구매력이 없는 화폐와는 그 의미가 다르
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무현금 화폐는 은행망을 통한 지
급결제, 즉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현금 화폐의
전통적 의미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
는 IT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북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
로 해석된다.

2. 변화 실태 및 비교 평가
북한은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ꞏ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의 법적 기반
을 마련했으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을 북한 문
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금과 무현금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화폐유
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기관채산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금융제도 변화

<Figure 9>

Foundation of Two-Tier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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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금융제도는 이원
적 은행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실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 실효성 측면에서는 개혁 수준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북한 금융제도 개혁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체계에서의 변화가 모색되
었던 시기의 구소련 및 중국과 비교해 보았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
본고에서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은행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한 구소련의 페
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를 북한과 비교하였다. 다시 말해서, 1988
년~1990년의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와 1978년~1984년의 중국의 개혁개
방 초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주의계획경제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인 은행제도와 화폐유통체계에서의 변화에 주목하여 선정했다. 즉, 이원적
은행제도 관련 법 제정,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조직적ꞏ기능적 분리,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가계 및 기업부문에서의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구조를 구소련 및 중국
과 비교해 봄으로써 최근 북한 금융제도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43)
먼저,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금융개혁을 살펴보자. 구소련은 1988
년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하였으며,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민간은행 설립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1990년에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
환을 완성하였다.44) 법 제정 이전(1988년∼1990년)의 구소련을 북한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은행법을 더 일찍 제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우수하고, 은행체계를 조
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민간은행 설립이
자유롭지 못해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소련에
서의 ‘현금-무현금’ 구분 제도 변화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현금화
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의 기능 제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격자
유화의 수준이 미진하였다는 점은 구소련의 ‘현금-무현금’ 구분이 제도적으로는
43) 각 국가별 초기조건은 상이하며, 이는 이행의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Havrylyshyn et al., 1998;
Falcetti et al., 2002). 따라서 국가별 초기여건도 개혁성 평가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지표가운데 하나
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하여 북한 금융제도변화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북한 금융제도 변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사례를 비교
하였기 때문에 초기조건은 평가지표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44) 구소련의 은행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부록 <Table A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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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45) 북한의 경우도 ‘현금돈자리’ 도입을
통해 기업의 현금보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여전히 전략지표가 국가 주
요 생산부문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계획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영역에
서는 기존의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가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현금화폐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소련과 비교하여 개혁수준
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계부문에서는 구소련에서는 주민들의 계좌이체
가 가능하였는데, 이는 최근 북한에서 결제카드를 통한 송금이 가능해졌다는 측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을 살펴보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앙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농업은
행, 중국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투자은행 등의 전업은행(specialized bank)
을 신설했으며, 1984년에는 인민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기능인 여수신 업무를
이전받아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공상은행이 설립되었다. 공상은행은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과 함께 치열한 예금 유치
경쟁을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공상은행 설립을 계기로 이원적 은행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중국은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
법’ 반포를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46) 북한과 공상은행
설립 이전(1978년∼1984년)의 중국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중국보다 법제정을
일찍 했다는 점과 은행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우수
하다고 할 수 있다.47) 반면, 중국의 상업은행 기능이 신설된 전업은행들에서도
일정 정도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업은행의 기능구현 수준은 중
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에 걸쳐 ‘현금-무현금’의
화폐구분이 사라졌으며, 가계부문의 현금계획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48) 중국
45) 과거 구소련은 가격체계에서의 개혁이 미진하여 국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화폐개혁도 이루
어지지 않아 루블화가 시장경제와 같은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Lenczowski,1989).
Boettke(1993)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 원인을 설명하며, 자유화 정책은 화폐의 교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고르바초프 경제에서 루블화는 국내경제에서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교환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6) 중국의 은행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부록 <Table A3>을 참조.
47) 중국과 구소련은 북한보다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제정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과 중국 및 구소련의 은행법 내용을 직접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구소
련은 중앙은행법 제정 이전에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민간은행 설립이 합법화되었고, 중국은 ‘중화
인민공화국 은행관리 잠정 조례’를 발표하여 국유전문은행을 상업화하였다. 즉, 중앙은행법 및 상업
은행법은 뒤늦게 제정되었지만, 그 기능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관련 유사 법 내지는 조례 등이 발표되
었다는 점에서, 은행 기능이 작동하고 제도가 확립되기까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변천 과정을 비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본고의 분석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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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금-무현금 구분이 제도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가격자유화 진행
수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 소비재 가운데 고정가격이 책정되는 비중
이 1978년 100%에서 1985년 47%로 감소49)하였다. 최근 북한경제에서 협의가격
으로 거래되는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수단과 관련하여 기업부문에
서의 변화수준은 중국보다 미흡하며 가계부문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 대상별로 약간의 수준 차
이가 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개혁 수준은 구소련의 페레스트
로이카 시기 및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50) 한편, 이들
두 개혁 사례의 결과가 실패와 성공의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 개혁이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머물게 될
지 아니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는 계획경제 전반

<Figure 10>

Comparison of Financial Reform between DPRK and Socialist Countries

Perestroika in the USSR

Reform and Opening in China

Note: The thick solid lines refer to the level of reform in North Korea compared to the USSR
(1988-1990) and to China (1978-1984)

48) Girardin (1996).
49) 김석진(2008, p.148), 오승렬(2001, p.20) 참조.
50) 다만, 이러한 평가는 은행법 제정, 은행 조직 및 기능 분리, 상업은행 기능 구현, 기업의 무현금 결제
완화, 가계의 은행 결제 및 송금 등 5개 평가지표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지표 가운데 북한의 상업은행 기능 구현은 구소련 및 중국 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만약 실효성 측면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최근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 수준
은 아직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10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4호 (2021.12)

에 대한 개혁이 동반되는지, 즉, 협의가격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격자유화 및 사
유화의 추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금융개혁의 한계
북한이 은행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51), 변화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 즉 북한의 예금 및 저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 계획경제의 유지ꞏ사유권에 대
한 제도 변화 미미 등 제도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조한 은행 예금수취로 상업은행 자금중개 기능 제약]
북한의 은행이 예금 및 저금 수취 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은 북한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석춘(2019)은 상업은행의 자금원천의 특징을
설명하며 주민들로부터 동원한 자금이 상업은행 자금원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서술52)하고 있다. 즉, 주민 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대
부자원의 주요 원천에서 주민 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예금규
모가 주민들의 저금규모보다도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
행이 보유한 전체 대부원천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기업과 주민들의 은행 예금 및 저금이 매우 저조한 상황은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약한다. <Figure 11>은 북한에서 기업간 거래시 무현금 대부
자금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이 방해되는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 B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이
고, 기업 A는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주문하는 기업, 기업 C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주문자이다. 먼저, 대부자금이 이상적으로 순환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정가격
에 기반하여 거래하는 기업 A는 ①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원자재를
주문하며, ②기업 B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면 상업은행을 통해 ③기업B의 결
51) 금융기관채산제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다. 즉, 은행은 시중의 유휴화폐
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에 자금을 중개하는 등 상업은행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현금 화폐가 구매력이 있는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통해 신용창조가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52) “주민들로부터 동원한 자금은 현금형태의 자금일뿐 아니라 상업은행의 자금원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남석춘, 201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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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돈자리에 무현금화폐로 대금을 지급한다. 즉, 무현금 대부자금이 상업은행 결
제돈자리를 통해 기업 A로부터 기업 B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기업 C는 상업은
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이를 ①’현금으로 인출하며, ②’기업 B에게 시장가
격에 기반하여 원자재를 주문하고 ③’현금으로 결제한다. 기업 B는 기업 C에게
받은 현금을 ③’상업은행 현금돈자리에 입금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무현금 대부자
금은 다시 은행의 예금통화로 흡수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국정가격에 기반한 주문거래의 위축(②번 흐름의 방해)
과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의 은행예금 미미(③’번 흐름의 방해) 등으로 상업은행의
예금 형성이 방해된다. 기업간 거래에서 시장가격을 용인하였지만, 여전히 국정가격에
기반한 계획부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큰 격차는 은행을
통한 결제를 방해한다. 즉, 국정가격에 기반한 기업 A와 B의 무현금 거래가 최소화되
고, 시장가격에 기반한 기업 B와 기업 C간의 현금결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53)

<Figure 11> Non-Cash Loan Flowchart Between North Korean Companies

53) 국가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사업의 경우, 자재공급에서의 우선권이 있어 국정가격에 기반한
무현금 거래가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격차가 매우 큰 여건에서 원자재
공급자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래를 선호할 유인이 훨씬 커진다. 이는 원자재 공급에서의 병목현
상을 유발하고, 기업들의 현금누수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김정은 집
권 이후 도입된 현금돈자리는 아예 기업의 현금유통 영역을 제도적으로 용인하여 은행으로 현금을
흡수할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력하게 작동할 만큼의 중대
한 전략계획을 제외하고는 국정가격에 기반한 무현금 거래는 최소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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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B는 현금 수입의 일부만을 상업은행의 현금돈자리에 입금하거나, 입금한
현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상업은행내 현금돈자리에 수취된 현금 규모가 매우 미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하고 신용창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54)

[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상업은행의 발전 저해]
북한의 금융부문에서의 제도변화는 개혁수준이 진일보하였으나, 사회주의 체
제내에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여전히 경제전반에서 계획경제
가 기능하고 있고 사적소유권에 대한 개혁수준이 미미하다는 점 등 제도적 제약
요인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의 기능을 제한하고 금융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한,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전략지표는 국가의 계획가격
을 적용받고 이는 화폐의 교환기능을 제한하게 된다. 즉, 가격자유화가 부분적으
로만 시행되는 것으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도 아니며 중앙계획의 통제
기능은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가 유통되는 기업부문에서도 현금을 보유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
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우회적 방법으로 유통된 현금은 은행으로 흡수되지 못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은행으로의 예금 축적을 방해하고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적소유권에 대한 제도 변화가 미진하다
는 것도 북한 금융제도의 발전을 방해한다. 북한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주로 서비스업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상업은행의 저금이 기
업으로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상업은행의 발전을 저해한다.
상업은행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상업은행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이다. 상업은행법 제30조를 살펴보면, 과거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
를 개설’하는 것으로 규정된 데에서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는 것으로 개
정되었으나, 여전히 거래자들은 하나의 은행에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
으로 제약하고 있다. 즉, 상업은행간 경쟁환경 조성에 제약이 되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상업은행법 제정에 앞서 실질적으로 상업은행의
기능이 활발하게 조성되었던 중국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은행간 거래가 허용되
54) 원론적으로 현금유출비율이 높을수록 신용창조의 기능은 제약(정운찬ꞏ김홍범, 2018, p.486)되는데, 북
한의 경우 대부금의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재예금되지 않는 상황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중
개 기능을 방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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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공상은행은 농업은행이나 대외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은행, 그리고 건설은
행 등과 함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조적이다.
결국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의 개혁수준이 함께
추진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제도에서의 부분적 변화가 금융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근(1994)은 중국이 구소련과
달리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비국유부
문에서의 경제주체 창출이라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구소
련과 달리 중국은 시장지향적인 경제주체들이 보다 다양하게 창출되었으며, 소
련이 1990년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순물질생산(NMP)량이 87%였던데 반해, 중국
은 총공업생산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1978년 80%에서 1988년 60% 이하로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북한경제가 제도적으로 이원적 은행제도가 구
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상업은행 기능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은행의
탄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의 개
혁 수준이 미진하고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북한 금융부문을 비롯한 경
제 전반의 개혁 성과는 제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Ⅵ.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 가운데 금융부문에
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근 북한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
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종전과 달리 은행체계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로 2016년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서는 북한의 은행체계에 상업은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상업은행에는 기존의 대외결제은행을 비롯하여 합영은행 등 외국투자
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단위의 지역상업은행이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화폐유통구
조가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업간 현금결제,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이 허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업간 지급결제 수단
으로 통용되었던 무현금 화폐(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가 일
부 구매력이 있는 화폐(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로 기능하게 된 점이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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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
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
면,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ꞏ지급결제제
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를 평가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제도변화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평가로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여타 경제개혁과 발맞춰 금융부문에서도 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보
인다. 즉, 농장, 기업소, 대외부문 등에서 확대된 시장경제 요소가 실제 운용되기
위해서 금융부문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플
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한
금융제도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 추진된 금융제도
의 변화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전통적인 사회
주의계획경제에서 작동하던 화폐유통구조에서 변화가 모색되었다는 측면에서 개
혁수준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체제 내
에서의 변화로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상업
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한편, 두 개혁 사례의 결과가 실패와 성
공의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계획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동반
되는지에 따라 북한 금융제도 개혁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공금융에 대한 신뢰 부족과 사적 소유권에 대한 개혁수준 미흡, 계획경제가 여전
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 등 제도적 제약요인은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한
하는 등 변화된 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북한이 공금융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업은행의 자금중
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조치가 보다 개혁적으로 추진ꞏ병
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의 개혁수준은 미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금융부문에서의 제도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금융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배경으로 공금융 기능 정상화가 주요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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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에 맞춰 주민들의 은행계좌 이용, 저금 촉진 등 금융부문에서의 다양한 변
화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만약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외화수급의
어려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다시 시장경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공금융의 신뢰 형성은 더욱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경제전반에 도입된 시장지향적인 조치들이 지속되어 제도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북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독특한 화폐유통구조인
‘현금-무현금’의 변화를 동반하였는지 주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보였다. 즉, 은행법 제ꞏ개정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제도 변
화의 유무, 제도의 실효성 및 한계 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즉,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ꞏ일시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또는 전면적ꞏ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본고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융제도 변화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금융제도 변화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
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 코
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조치 등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과 통
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일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거로의 회귀를 의
미하는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북한의 실상 파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
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경제 내에서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요소가 도입되고
운용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북한의 계획경제 전반에서의 변화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원적 은행제도의 기능은
제한된다. 즉, 계획경제와 이원적 은행제도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 북한의 계획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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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able A1>

Content From North Korean Literature

Subject

Related Content

ꞏ It is an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central banks that issue cash, but
also for commercial banks that release non-cash,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non-cash they send ou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intermediary banks are responsible for the non-cash they send out of
their books, and it is the cash reserves system that enables them to
Definition
realize this. There are two main types of cash reserves... The cash
and
reserves held by commercial banks themselves are generally referred to
distinction of
as regular payment reserves, and the money that commercial banks
reserves
leave to central banks is referred to as reserve deposits or deposit
reserves.1)
ꞏ Reserves refer to cash-type funds raised by commercial banks to
deposit in cash or issuing banks, held a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otal deposits they accepted.2)
ꞏ Deposits in the cash account made by companies are funds that banks
cannot actually use, so thi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otal deposit
calculation. However, since wintering reserve savings are deposits
conducted by companies for the wintering of employees, thi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payments at all times.2)

Restrictions
on the scope ꞏ Commercial banks also have national budget funds to supply funds to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es, as well as funds from institutions and
sources of
businesses. These funds are commercial bank funds, but are not a
commercial
source of funds for financial intermediaries... Companies deposit all
banks
cash, except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eople's Economic Plan,
into commercial bank cash accounts and use it for material purchases.
Since deposit for savings are of a long-term nature, they are an
important condition for cash-type idle currency funds to become bank
fund sources from commercial banks' sources of funds.3)

Weakening
cash loans
and
cash/non-cash
boundaries

2016

ꞏ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at this time, not
only non-cash use, but also cash use, has expanded, so it is
necessary to smoothly guarantee funds for companies while
encouraging non-cash and cash loa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4)

2019

ꞏ Cash-type idle money funds include residents, institutions, and
corporate-owned dormant money funds, whereas non-cash
idle money funds include only institutional and
corporate-owned dormant money funds. Idle currency funds
that exist in the form of cash and non-cash can change their
forms in the process of mobilizing them.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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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Related Content
specific conditions of mobilizing idle currency funds, the
conversion from cash to non-cash and vice versa are allowed
only within certain national limits.5)
ꞏ One thing to consider here is that commercial banks can give
loans as cash or as non-cash... The more deposits banks absorb
from institutions, businesses, and residents, the more loans they
can make whether in cash or non-cash form, and the fewer
deposits they absorb, the fewer loans they can make.6)
ꞏ Monetary regulations are by no means a project to seperately increase
or reduce the distribution of cash and non-cash, which make up the
amount of distributed currency, but to uniformly control them using
close links between them.7)

ꞏ However, the concept of monetary regulation is definitely only
discussed as related to cash distribution, and the scope of monetary
regulation is limited to the area of cash distribution. From this, the
Currency
regulation of non-cash distribution is completely excluded from
control target
monetary regulations, and is considered undiscussable. This shows
that the problem of monetary regulation must be newly clarified,
starting from its essence, including both cash distribution and
non-cash distribution. The problem to be solved in a socialist
monetary regulation framework is to solve the monetary regulation
method uniformly, including the regulation of non-cash distribution, as
well as the regulation of cash distribution.8)
Sources: 1) Kang, Kyeong-Hui (2019, p. 51-53), 2) Kim, Kuk-Myeong (2019, p. 53), 3) Nam, Seok-Choon
(2019, p. 50-51), 4) Koh, Geum-Hyeok (2016, p. 131), 5) Kim, Gwan-Kuk (2019, p. 47-48), 6)
Kang, Kyeong-Hui (2019, p. 81-82) 7) Kang, Kyeong-Hui (2019, p. 34), 8) Kang, Kyeong-Hui
(201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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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현금통화와 무현금통화의 물가영향 경로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
북한에서 발간된 강경희(2019)를 살펴보면, 현금은 본원통화와 같은 의미로 무
현금은 상업은행의 여수신, 결제업무 등을 통해 유통되는 통화로서 파생통화, 예
금통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북한의 현금과 무현금 통화의 합은 시장경
제에서의 M1(협의통화)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55) 또한 상업은행
은 무현금 대부를 통해 신용창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창조 규모
에 대한 산식도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개념과 유사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현금 대부가 현금화 될 수도 있고 무현금도 통화조절
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부가능 금액을 현금과 무현금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화폐가 유통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를 현금통화
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희(2019, p.42)에 따르
면, 중앙은행이 현금유통을 조절하면, 상업은행의 대부규모(무현금 유통)가 영향
받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현금유통 조절을 통해 통화조절 전반을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Figure A2>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와 달리
무현금은 현금화 경로를 통해 유통통화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화로 인식
하고 있다.

<Figure A2>Relationship Between Currency and Volume of Currency in Circulation
Market Economy

North Korea

55) “현금을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무현금을 방출하는 상업은행”(강경희, 2019, p.51)이라는 표현에서 무현
금을 예금통화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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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식은 결과적으로 현금-무현금 화폐와 유통통화량간 관계에 대한 설명에
서도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이 증가하면 유통통화량이 줄어든다’,
‘현금대부는 유통화폐량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인 개념에 견주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금이 증가하면
현금통화량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예금통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통화량은
변화가 없으며, 특히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창조가 구현되면 유통통화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현금 대부를 받은 차입자는 자기 계좌에 들어온
대출자금을 현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대부와 무현금대부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의 현금-무현금 통화의 경계가 약화된 점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과거의 구분 및 정의가 잔재해 있으며, 각 통화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Table A2> 참조)에서 최근의 변화는 과도기의 초
기국면인 것으로 짐작된다. 즉,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는 현금통화라는 과거
의 인식이 각인되어 있어 현금-무현금이 화폐의 실체 여부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는 인식으로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56)

<Table A2> North Korean Literature: Limitation of Perceptions Concerning
Cash vs. Non-Cash
Related Content
Factors that
increase or
decrease the
amount of
money in
circulation

p. 51, Cash loans have no effect on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amount
of distributed currency because they reduce a bank's cash property and
increase the amount of loans.
p. 84, If the central bank raises the interest rate, commercial banks will raise
their deposit rates, which will increase depositors' deposit income,
guaranteeing more deposit income to banks, and eventually reducing the
amount of distributed money.

Remnants of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currency

p. 63, Cash distribution demand is required to mediate a series of payment
relationships, including payments made by consumer goods transactions,
between firms and residents, and non-cash distribution demand is required
to mediate transactions in means of production between factories and firms.

Source: Kang, Kyeong-Hui (2019)

56) 전통적 의미에서의 수동적화폐(passive money)가 아직 기능하고 있다는 것도 혼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수동적 화폐는 전략적 계획지표에 기반하여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대상에는 전통적인 무현금통화(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를 제외한
나머지 즉, 예금통화(능동적 화폐, active money)와 현금통화만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은
행이 전통적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와 같은 미시적 금융통제(micro financial control)를 행사할 대상은
제한적이며, 이와 동시에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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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 Main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Socialist Banking System
Country

Major Changes

USSR1)
ꞏ Economic reform,
1985 (Perestroika)
ꞏ Two-Tier banking
system
(legal foundation,
1990)

ꞏ There were three special banks: Investment Bank (Stroibank),
Savings Bank (Sberbank), and Trading Bank (Vneshtorgbank) as
subsidiaries of Gosbank, the central bank.
ꞏ In July 1987, ‘the Soviet Banking System Improvement and
Economic Efficiency Improvement Plan’ was established, and based
on it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were
separated from national banks, and established five state-run banks
in January 1988. Among the five, the Agricultural Bank and the
Social Housing Bank were established by taking over the functions
of commercial banks from the national bank. The Industrial
Construction Bank was established with the existing Construction
Bank as the parent bank, and the National Labor Savings Bank
was reorganized into savings banks and the Foreign Trade Bank
as the Foreign Economic Bank.
ꞏ In 1988, ‘the Cooperative Act’ was enacted to legalize the
establishment of new private banks other than state-run specialized
banks.
ꞏ In 1990, the Central Banking Act and the Banking Act were enacted
to introduce a central banking system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ꞏ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program in 1978, under a mono
banking system, state-owned banks, such as the Agricultural Bank,
the China Bank (for foreign business), the Construction Bank, and
the Investment Bank, were established or separated after 1979 and
functioned as commercial banks.
ꞏ In 1983, it was decided that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central
bank) would perform the function of a central bank professionally,
2)
China
and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was separately
ꞏ Economic reform,
established to carry out private loans and to receive deposit.
1978(Reform and ꞏ In 1984,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with a nationwide
Opening)
branch network was established and transferred from the People's
ꞏ Two-tier banking
Bank of China to the commercial sector. Unlike in the past, when
system, 1984
credit allocation was carried out vertically, interbank transactions
(legal foundation,
were allowed.
1990)
ꞏ In 1986,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nk Management
Provisional Ordinance’ was announced, and in 1994, policy banks,
such as the National Development Bank,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China, were
separated from state-owned specialized banks, and the state-owned
specialized bank became a commercial bank..
ꞏ In 1995, ‘the People's Bank of China Act’ was promulgated and
the Commercial Bank Act was enforced.
Sources: 1) Corbett and Mayer (1991), Garvy (1966), Kang, Myeong-Gu (2014)
2) Yang (1996), Lim, Ho-Yeol (2015), Mun, Sung-M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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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During the Kim Jong-un Era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Minjung Kim*, Sung Min Mun**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financial re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We find that North Korea has systematically and
functionally separated the central bank from commercial banks since the Kim Jong-un
era began. In addition, enterprises have been allowed to withdraw cash from bank
accounts and make inter-enterprise cash payments. In other words, nowadays
non-cash currencies with passive money can partially serve as active money with
purchasing power. With the systematic and functional separation of the central bank
and the commercial bank, the issuance of the central bank changed to a money
supply method through the commercial bank, and changes in the currency distribution
structure have allowed commercial bank’s credit creation function to be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banking system and the monetaryꞏpayment system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re changing in the way of the market economy.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believed to have been necessary to support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and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ial
sector. These changes have progressed in terms of the level of reform, but they
are still considered similar to the period of the former Soviet Union's Perestroika
or to the early period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Although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is superior in terms of enacting the banking law, it i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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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realizing the functions of commercial banks. In addition, it is assessed
that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maintaining a planned economy, and the lack
of confidence in public finances limit the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results are based on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in the fact that such recent chang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trial basis in some areas, or have been carried out in a
full-scale manner with a blueprint, since Kim Jong-un's inau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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