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함경북도의 장마당 조사를 실시 

◇장사 허가는 50세 이상부터, 각종 단속에도 뇌물 바치면 그만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함경북도 샛별군의 중심부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마당은 농촌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도 

비교적 가깝다. 이 조사는 4월 중순에 실시했고, 그 결과를 5월 1일 전화를 

통해 알려왔다. 

 

○상인만 500~600여 명의 대규모...질서 유지 규찰대까지 

 

취재협력자는 통화에서 "대체로 점심 12 시부터 저녁 새까매질 때까지, 

지금은 8 시까지 합니다. (지정된 매대에) 앉아 있는 인원은 500 여 명, 

자리가 없고 시장 주변에 앉아 판매하는 사람의 수는 150 여 명 

정도입니다"라고 장마당의 규모를 전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주로 담배나 

껌 등을 파는 노인들이라고 한다. 이 조사는 전국의 주민이 농촌지원에 

동원되기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운영시간도 길다. 농촌 동원의 집중기는, 

운영시간이 몇 시간으로 제한된다.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당국에서 허가한 기준은 

50 세부터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여성뿐이다. 장마당의 보안원이 매일 

시장을 돌며 장사꾼의 직업과 나이를 물어보며 단속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주면 된다고 한다. 50 세 이하의 사람들은 통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상업망(국영 유통기업소)에 돈을 내 적을 두고 장사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통제를 덜 받기 때문이다.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젊은 여성도 정해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뇌물이 횡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시장에는 보안원 외에도 5 명의 '규찰대'가 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시장 

질서의 유지다. 시장 주변에다 지저분하게 물건을 늘어놓거나, 자전거를 

주차장에 세우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통제한다.  

 

농장원들도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평일이 아닌 1 일, 11 일 등의 장날에만 

허용되며, 품종 역시 남새와 집짐승을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로 제한된다. 

 

○비료, 휘발유 등 판매 금지 품목도 몰래 팔아 

 



장마당에서는 판매 품목에도 제한이 있다. 비료나 휘발유, 디젤유 등은 

장마당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다. 국가가 일원적으로 취급해, 유통이 

통제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도 장마당 주변 민가에서 몰래 

판매된다. 만약 단속되더라도, 윗선의 간부들과 통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 된다고 한다. 취재협력자는 "간부들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를 공짜로 주고 하니까 몰수되는 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상품도 팔리고 있다고 한다. 취재협력자는 "(한국산)바지라든가, 잠바 

이런 젊은 아이들이 입기 좋아하는 것들은 내놓고는 못 팔고, 개인집에서 

팝니다. '중고집(중고상품을 파는 집)'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동맹 규찰대'의 단속이 너무나 심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 

특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복장은 '자본주의 양식'으로, 여전히 단속의 

대상인 것 같다. 

 

*청년동맹 : 북한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 단체로, '청년동맹 규찰대'는 

청년들의 머리 매무새나 옷차림 단속이 주요 임무다. 

 

○중국돈 사용은 공공연한 비밀 

. 

장마당에서는 중국 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취재협력자는 말했다. 

농산물은 가격이 낮아서 중국돈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공업품이나 기성복 

등은 가격이 비싸므로 중국돈을 쓴다는 것이다.  

 

중국돈 사용을 단속하긴 하지만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조사한 

취재협력자는 말한다. "중국 원화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돼 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단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100원 정도 쥐어주면 그냥 

갑니다"라고 말했다. 

 

장마당 매대의 자리세는 중국돈으로 1,000 원이다. 나이제한이 풀려서 

매대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해도 되는 사람들은 시장관리소에 1,000원을 내고 

자리를 사거나 매대 상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산다고 한다.  

 

이전에는 어느 장마당에서도 시장세는 매일 바치는 식의 제도였다. 이것이 

매대를 산다 = 즉 장사할 권리를 매매하는 제도로 바뀌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이 지구 이외의 장마당에서도, 매대의 판매가 행해지고 있는지는 



불명이다.  

 

취재협력자의 조사에 따르면, 장마당의 쌀값은 1 키로 당 3,700 원이다. 

하지만 강냉이는 950 원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옥수수 가격은, 보통 

백미의 절반 정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일반적인 시세였다. 왜 옥수수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지는 불명이다.  

 

국수는 1 키로 당 900 원, 콩은 3800 원이다. 공업품의 경우, 내복은 중국돈 

50원이고 겉에 입는 재킷은 중국돈 100원이 넘는다. (5월 2일 기준 중국돈 

100원이 북한돈 11만 500원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