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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사망률, 아동 양실조, 장애인 비율, 낮은 평균수명, 실업 등 사회전반

에 걸쳐 남북한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남북한 격차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후 사회경

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통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통

일비용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의 사회‧경제‧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는 통일비용 관련 연구에서 조차도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

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 통일 후 시스템에 대

한 논의를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방안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통일한국 사회보장포

럼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관

련 학계 및 의료계, 북한출신 전문가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포럼운 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중지를 모아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고, 관련된 재원조달, 새로운 인프라 구

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

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2014년의 후속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포럼참가자들이 논의할 내용을 정하고, 관련전문가에게 의뢰

하여 이루어진 발표와 발표를 한 후 포럼 참석자들이 행한 토론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포럼참가자와 발표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를 읽

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원내 김태완 연구위원, 윤강재 부연구위원과 통일

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박상민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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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The moving motivation of this study was the cognition that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

fied Korea lack in the concrete plan.

To address this problem the Forum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was organized. This study is the 

output of the Forum. The Forum chose the subjects and their 

experts. These experts presented the chosen subjects in the fo-

rum and there were heated discussion among participant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presented paper and the transcript.

This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ults.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crete frame for the social se-

curity system. The role of the state, firms and individuals and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social 

service and compensation are important criteria for this 

purpose.

The concrete informations for the benefits in North Korea 

are necessary.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must not be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ystem, but the improved synthesis.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아사망률, 아동 

양실조, 장애인 비율, 낮은 평균수명, 실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

북한 격차는 점점 증가

○ 이러한 남북한 격차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은 통일 후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통일한국

의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

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통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음.

○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사회통

합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비용도 크게 달라질 것임.

－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비용도 크게 변화할 수 있음에도 통일비용 

관련 연구에서 조차도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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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

정 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통합 과

정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구체적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방안이 먼저 설

정되어야 함.

⧠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관련 학계 및 의료계, 북한출

신 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중지를 모아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며,

－ 관련된 재원조달,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

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2014년의 후

속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당초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

을 제시할 수 있게 사회보장 전 분야를 다루고자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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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초의 의도가 제한적으로 실현되었음.

－ 각 주제발표 후 이어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논의된 

내용을 녹취록 형식으로 보고서에 수록하여 이러한 제한성을 

보완하고자 하 음.

⧠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

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 음.

○ 이는 기존 제도중심 연구가 남북한 양자 체제 차이에 따른 하부단

위로서의 사회복지 체제와 제도의 셋업을 외면하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방향임.

○ 이러한 논의가 남북한 각각에 대해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

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

정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됨.

○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체를 조관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으로 보건분야의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음. 

○ 먼저 진정한 남북통일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

제 아래 이러한 남북통합에 보건의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를 제시

－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남북 간 차이점을 도출하

고, 건강수준을 남북 간 비교분석하여 통일 전후 대비하여야 

될 과제를 제시

○ 다음으로 북한보건의료와 건강을 다루었음. 

－ 주 내용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세 가지 특성과 경제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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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치료제의 퇴색이 다루어진 후 건강과 관련된 낮아진 서비

스 질과 모성 양의 향과 지역적 편차가 제시됨.

⧠ 이어서 구체적 사회보장분야로서 남북한 장애인 정책이 다루어짐.

○ 국제적으로 현재 강조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시

－  남북한 장애인 관련 현황, 북한 장채인 고용정책의 특징, 장애

인 고용서비스, 남북 장애인 제도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제시

⧠ 다음으로 북한 복지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 중 식량관련 주제

를 다루었음.

○ 식량난과 복지의 관계를 북한식량전달체계 현황, 북한 식량난과 

주민 양실태, 북한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통해 제시하고, 

○ 북한주민들의 식량확보를 위한 과제와 남북통합시의 문제점을 제

시하 음.

⧠ 마지막으로 북한의 신체왜소 문제를 경제적 기반이 결여된 상태에

서의 강제적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의 결과로 보는 ‘북, 신체왜소에

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의 한계’를 다루었음.

○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발생요

인을 제시하고, 

○ 이어서 북한에서의 대응과 지속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푸코

의 몸에 대한 권력이론을 제시하 음.

○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의 주민건강 문제를 북한과 동

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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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식품획득 지위보장과 식품 저소비의식의 해체가 필

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먼저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 및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비교분석을 위한 

틀을 사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

회복지발달과정, 사회복지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달성됨. 

○ 특히 국가, 기업, 개인 및 가족 삼자 간의 사회복지 책임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북한의 2층체계와 남한의 3층체제 

○ 그리고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훈이

라는 제도별 구분과 상대적 중요성은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고려할 때 중요한 틀이 된다고 생각됨.

⧠ 다음으로 상기한 거시-구조적 틀을 채우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의 지속성과 변화, 전달체계와 제도

별 운 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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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제도별, 급여별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급여산식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필요로 함

⧠ 셋째로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시

스템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넷째로 사회보장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

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조치(예를 들면 시장의 역할 등), 

교육, 신분이동, 노동, 식량사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다섯째로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제도를 상정하더라도 전제되는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 추진단계에 따라 그리고 선택된 사회보장제

도의 커다란 재편 방향에 따라 제도별 재구축방향이 달라질 수 있

음. 

○ 따라서 이들을 명시하고 향을 고려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커다란 틀을 고려하여 구성 제도별 연구방향을 조율

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로 북한의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산주의에

서 개방 자본주의로 전환한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남북한 

의료‧사회복지포럼 운영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구성 및 운영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사망률, 아동 양실조, 장애인 비율, 낮은 평균수명, 실업 등 사회전반

에 걸쳐 남북한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격차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통

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후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통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통

일비용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도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사회‧
경제‧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음

에도 통일비용 관련 연구에서 조차도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

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 통일 후 시스템에 대

한 논의를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방안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서론: 남북한 
의료‧사회복지포럼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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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관련 학계 및 의료계, 북한출신 전문가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하고, 중지를 모아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고, 관련된 재원조달, 새로운 인프

라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2014년의 후속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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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기초연구의 내용은 가능하면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

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게 사회보장 전 분야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당초의 의도가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제한

성은 각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토론이란 제목

으로 이어서 실은 부분에서 많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토론에서는 

자유롭게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제시한다. 이는 기존 제도중심 연구가 남북

한 양자 체제 차이에 따른 하부단위로서의 사회복지 체제와 제도의 셋업

을 외면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다. 이러한 논의가 남북한 각각

에 대해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내용

은 남북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체를 조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보건분야의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진다. 먼저 진정한 남북통

일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러한 남북통합에 

보건의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

계 구성요소별 남북 간 차이점을 도출하고, 건강수준을 남북 간 비교분석

하여 통일 전후 대비하여야 될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북한보건의료

와 건강이 다루어진다. 주 내용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세 가지 특성과 

경제위기 이후 무상 치료제의 퇴색이 다루어진 후 건강과 관련된 낮아진 

서비스 질과 모성 양의 향과 지역적 편차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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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구체적 사회보장분야로서 남북한 장애인 정책이 다루어진다. 

그 내용은 국제적으로 현재 강조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시

된다. 남북한 장애인 관련 현황이 먼저 제시되고, 다음으로 남북한 장채

인 고용정책의 특징, 장애인 고용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장애인 

제도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북한 복지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 중 식량관련 주제가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식량난과 복지의 관계를 북한식량전달체계 현황, 

북한 식량난과 주민 양실태, 북한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통해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의 식량확보를 위한 과제와 남북통합시의 문

제점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신체왜소 문제를 경제적 기반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강제적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의 결과로 보는 ‘북,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

적 복지제도 운 의 한계’가 다루어진다. 문제제기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 후,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 신

체왜소의 발생요인을 제시하고, 이어서 북한에서의 대응과 지속메커니즘

을 설명할 수 있는 푸코의 몸에 대한 권력이론이 제시된 후, 사회주의 보

편적 복지제도 하에서의 주민건강 문제를 북한과 동독의 사례를 통해 살

펴보고, 이러한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식품획득 지위보장과 식품 저소비의식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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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 참여로 이루어지는 포럼운 이 사용되었다. 정

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관련 학계 및 의료계, 북한출신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

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가 풀에 의한 정책현안 논의를 하

고, 논의 주제에 대한 회의내용 및 정책적 제언 등의 결과를 보고서화 하

여 기록하고, 향후 통일한국 사회보장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각 주제발표 후 이어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논의된 내용을 녹취하여 보고서에 함께 수록함으로써 발표내용을 보충하

고자 하 다. 정기적인 포럼참가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포럼참가자 

이름 소속 비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회복지, 보건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사회복지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안주엽 노동경제연구원 노동

신의철 가톨릭대 보건학 보건의료

박종훈 고려대 의학 보건의료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 북한경제

이철수 한북대 북한학 사회복지

김병욱 동국대 북한학 북한학

남근우 한양대 연구교수 북한정치

김지은 한의원(부천) 한의사

배광식 서울대 치과대학 보건의료

김양희 동국대 북한학 북한학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

이혜원 서울대통일의학센터 보건의료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 보건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김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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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발표

이철수(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서 론: 기존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

통일한국을 가상할 때, 남북한 사회복지를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이유를 열거하면 먼저 사회복지

는 제도의 기능과 성격상 남북한이 기존에 유지했던 체제 이질성을 극복

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정책 기제의 하나이다. 다음으

로 남북한의 제도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남북한 사회복지는 통일코리아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연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렬에서 통

일한국 정부의 범국가적․범민족적 차원의 공공정책에서도 복지정책이 차

지하는 비중이 또한 크기 때문이다.2)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복지의 한축을 형성하

고 있는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 이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실로 지난한 작업이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북한연구가 시작된 

이래 동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지속성과 체계성이 일천하다. 예컨대 1990

1) 본 원고는 2007년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일부 발췌․수
정한 것임.

2) 때문에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사회복지 연구는 미래를 가상한 현재 진행형 연구이다.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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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 독일통일의 향을 분기점으로 남북한 통합 연구의 한 축에 북

한사회복지 ‘제도’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 시기 대다수의 연구들은 남

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와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중반 이후 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 정체되었고, 지금까지 ‘이벤

트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통시적인 것은 물론 국내외를 포함, 동 분야를 전공한 전문 연구

인력 ‘층’이 타 분야에 비해 극소수이다. 이는 ‘사회복지학’ 혹은 ‘북한학’ 

전공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동 분야에 대해 자칭․타칭으로 ‘얇은 층’의 전

공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원인은 북한학과 사회복지

학에서 북한사회복지가 차지하는 학문적 위치를 반증한다. 

특히 ‘북한사회복지’라는 연구주제는 반드시 ‘북한학’과 ‘사회복지학’

을 동시에 학습한 인력만이 균형적인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할지라도 사회주의체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을 선결해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학’을 전공했다할지라도 사회복

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과 연구

는 학문적 혼합과 배합, 관찰자의 지적수준과 인식, 분석대상에 대한 지

식과 정보, 접근방법과 관점, 거시-미시분야별 연구경험에 대한 일정한 

훈련, 정보수집력과 분석력 등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사회복지 분야의 정보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문헌연구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실태연구의 과학적 근거와 자료-데이터베이스화-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

한 행태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복지연구를 더욱 심도있게 접근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북한사회복지의 각 제도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실태부분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실태연구를 시도한 사례가 부족하며 아울러 이를 시도할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21

접근경로 또한 비교적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와 동렬에서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실체적 접근, 즉 이른바 ‘미

시연구’를 시도한 연구가 빈번하지 않다. 북한사회복지에서 ‘미시연구’란 

각 제도별 수급자(A)와 제도별 급여(An)의 상관관계 검증을 의미한다.3)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복지의 제도별․급여별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급여산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에 동 분야에 대한 북한 원자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개된 적이 전무하다.4)

다섯째,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다소 정태

적이고, 외연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이른바 북한사회복지 ‘제도중심’의 

‘단발성 문헌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다. 결국 이는 상술한 연구동향과 한

계가 파생한 북한사회복지 연구의 현주소를 반증한다.

한편 상술한 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북한연구의 학문적 

‘관심’(무게),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의 ‘접근(방식과 방법)’에 기인한 연

구행태이다. 이에 북한사회복지 연구는 학문적 관심을 중심으로 할 때 북

한연구의 ‘주변부’에 해당되고, 연구 대상의 접근관점으로 볼 때 접근경

로가 극히 미비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사회복지

에 대한 연구 경향은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파편화되어있고, 문헌연구 중

심의 ‘모자이크 작업’ 행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복

3)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사회복지 ‘실태’를 배제한 연구란 ‘연목구어식 연구’이기 때문
이다. 나아가 더욱 심도있는 논의는 다양한 북한사회복지 제도별 급여를 중심으로 한 구
체적인 행위자(수급자)별 사례연구(case by case)도 시도해야한다. 따라서 이는 향후 북
한사회복지 연구의 핵심이라 하겠다.

4) 북한이 1946년 12월 19일 재정한 ‘사회보험법’과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북한의 일부 
원자료가 1990년 국내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더 구체적이고 방
대한 북한의 각종 복지급여와 급여산식을 수록한 ‘노동성 사회보험규정집’이 있다고 한
다. 이에 동 문헌이 북한사회복지 연구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중의 핵심이다. 그러
나 현재까지 동 문헌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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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는 여타 북한연구의 역사성에 비해 일정한 양․질적 발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문이라 하겠다. 

반면 북한사회복지라는 연구대상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북한사회복지의 이념, 역사, 체

제, 제도, 실태라는 거시-구조적인 스펙트럼인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연

구대상의 ‘숲’에 해당된다. 2차적으로는 북한의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표방한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의 지속성과 변화, 전달체계와 제도별 

운 실태 등의 미시-행위적인 스펙트럼인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연구대

상의 ‘나무’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수급자가 지급받는 다양한 복지급여는 

‘열매’에 해당되고, 급여를 전달하는 행정체계는 ‘줄기’에 해당된다. 이에 

현재까지 양자의 연구를 병행하여 북한사회복지를 체계화한 연구는 극소

수이고 특히 이는 각고의 노력이 장기간 필요한 난제중의 난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대상인 남북한 사회복지 ‘체

제5)’(X)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연구의 경우 ‘제

도 중심의 비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

한 양자의 체제 차이에 따른 하부단위로서의 사회복지 체제와 제도의 셋

업(Set-up)을 다소 외면하는 한계가 있다. 즉 남북한 양자에 존재하는 근

친한 제도만을 대상으로 평면적이고 부문적인 접근만 시도하 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체제 비교’가 아닌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복지 자체의 기본적인 차이를 등한시하 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남북한 

5) 본 연구에서 ‘체제’란 정적인 차원의 제도적 존재 유무 자체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스템
(Y1)’이란 동적인 차원의 제도적 작동․운 원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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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외연을 재탐색하여 양자의 ‘속성’을 ‘체제’를 통해 발견하고

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북한(A)과 남한(B) 사회복지의 체제에 

대한 논의를 남북한6) 각각의 ① 사회복지시스템(Y1), ② 사회복지 제도

별 (복지)수준(Y2), ③ 사회복지 발달과정(Y3),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Y4)의 네 가지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7) 

특히 본 연구에서 X(체제)와 Yn(① 사회복지시스템, ② 사회복지 제도

별 (복지)수준, ③ 사회복지 발달과정,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

의 상관관계는 연구대상인 체제(X)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대상(Yn)으로서

의 의미를 갖는다.8)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6) 특히 본 연구는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놓고 분석했다기보다는 필자의 경험
과 추론에 입각한 또 하나의 모자이크 작업이고, 이는 ‘정확성’보다는 ‘개연성’에 무게중
심의 축을 맞춘 연구이다. 

7) 전반적인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는 이철수 (2003․2004)연구를 북한보건의료법제는 이
철수 (2006)연구를 각각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은 거시-구
조적 수준에서 각 사회복지 제도의 상호 비교한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
복지의 발달과정은 복지제도의 질적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의 확대경향 
즉, 수급대상의 양적 팽창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와 체제의 전개과정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의 동학의 추적을 의미한다. 

8) 각각의 Yn들이 갖는 의미와 근거는 후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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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석 모형

북한(A) 남한(B)

Y1: 사회복지시스템

Y2: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Y3: 사회복지발달과정

Y4: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

사회복지'체제’

(X)

2. 사회복지시스템: 제도와 책임9)

  가. 북한

특정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

하다. 그러나 복지분배에 관한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각 제도별 위치를 

탐색, 이를 토대로 일정한 구획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큰 틀의 사회

복지시스템을 이해하는 수단이자 도구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를 판단근거로 북한사회복지체제를 접근하면, 자본주의국가의 복지

9)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거시ㅡ구조적 수준의 구획과 정의는, 북한
사회복지의 초기단계의 이해와 탐색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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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 ‘3층 체제’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은 

‘2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층 사회복지체제’를 설명하면, 먼저 

1층의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사회부조의 기능을 하는 의․식․주배급제(rationing system), 무

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의 국 기업이 책임지는 고용, 임금, 장려금 등의 노

동(기회)으로 인한 물질적 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대

다수 기업이 국가소유임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2층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시장)책임부문이 사실상 국가책임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사회

복지시스템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구분․분리되어 있는 국가책임 역과 기

업책임 역이 사실상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복지체

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역시 여타 과거 사회주의 국

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이른바 ‘국가

사회복지체제(national social welfare system)’라 하겠다. 그리고 이

러한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고유한 속성인 물질적 소유와 분배에 대한 결정과 책임주체가 국가이고 

이로 인해 복지분배 역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복지체제의 장점은 국가가 전반적인 사회

복지제도를 주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자국민들의 생활상의 보호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전적으로  국가책임 하에 복지정책을 시행, ‘요

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통해 선도․운 한다. 따라서 국가

사회복지체제는 사회적․물질적 누락계층의 발생을 억제하고 복지분배에 

대한 국가책임과 운 주체가 명확하다.

반면 국가사회복지체제의 단점은 국가의 복지분배 내지는 복지공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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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능력이 장기간 저하되거나 상실할 경우 1층인 국가책임 역이 쉽게 

붕괴-그것도 연쇄적으로-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즉 국가사회복지

체제의 구조상 1층 역에 집중된 다양한 복지제도는 상관관계를 가지며 

연쇄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특히 국가 공급능력의 마비로 장기간 복지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소량의 복지 분배물은 분배를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때 소

위 복지분배에 대한 ‘권한 부여’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권한부여란 복지공급 마비 시 계층에 따른 우선 공급대상이 먼저 공급받

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하나는 부족한 공급량 때문이고 다

른 하나는 분배구조상 일반주민은 ‘분배 권한’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복지분배물의 양적․질적 급여수준이 낮거나 장기간 정체되어 있

을 경우도 문제가 있다. 즉 복지분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반  정도와 

국가가 지속적으로 복지분배물에 대한 양․질적 발전을 꾀하지 못했을 때

도 다양한 문제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국가사회복지체제

의 한계이자 야누스적인 이중성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체제는 

최상과 최악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상위범주인 경제

수준에 따른 분배와 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는 역인데, 바로 여기에서 북한의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공식․비공식적 소득의 분화와 차등이 

발생한다. 즉 이 부문은 복지분배에 관한 국가의 보장과 보호 이외의 별

도의 수입(공․사적 연결망)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발생하는 

유․무형 소득이 북한주민의 개인과 가족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주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북한의 사회복

지체제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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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층 체제’인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에서 크게 1차적으로는, 1층

은 국가의 능력에 따른 분배, 2층은 개인․가족의 능력에 따른 분배로 구분

된다. 또한 2차적으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속에 각 개인(가족)을 적용․대입

하면, ① 사회적 지위와 신분, ② 직업, ③사업장의 수준, ④ 임금수준, ⑤ 

노동능력(수준), ⑥ 근로기간 등에 따라 재차 구분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제도적 평등’(형식적 평등)속에 ‘실질적 불평

등’이 공존하고 있는 체제이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 2층 체제

주: 2002년 7월 1일 시행한 7․1조치 이후 ‘탈사회주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이승훈․홍두승의 2007, 김 윤, 조봉현, 박현선의 2007, 이철수의 2004 연구 참조.

  나. 남한

상술한 북한과 달리 남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은 ‘3층 체제’라고 할 수 있

다. 남한의 ‘3층 사회복지체제’를 설명하면, 먼저 1층의 구성요소는 국가

가 책임지는 공적급여(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보훈, 사회복지서비스)가 

해당되며, 다음으로 2층의 구성요소는 시장과 기업이 책임지는 사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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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업복지프로그램, 기업연금 등)가 있다. 마지막으로 3층의 구성

요소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가족 이전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의 공․사적 연결망을 통한 체계이다.

이와 같은 3층 체제에서 1층은 공적급여 부분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 

대해 기초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 즉 1층에서는 전체 국민에 대해 기본 소

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최저생계비의 수준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 

이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통해 기본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 

수준까지 보장하지만 이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그 보장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층은 소득인 낮은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게 적용

되지만 소득이 높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보장을 받

는다. 

이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공적급여를 일정 수준 보장 받기 위해 추가적

으로 도입된 것이 2층인 사적급여(기업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교직원 퇴

직연금, 자 업자 퇴직연금 등) 부분이며, 여기서는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비례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은 고용된 

개인의 경우, 기업주(고용주)가 보험료 일정 부분-전액 또는 반액-을 부

담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연금을 받도록 하여 1

층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과 함께 받음으로써 1층에서의 부족한 부분의 

보장을 2층에서 추가적으로 보장받아 전체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

을 하는 것이다. 

반면 이와 달리 3층은 1층, 2층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은행을 통한 저축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획득․분배된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3층 체제에서 1층은 국가책임 하에 주도되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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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과 기업의 책임, 3층은 전적으로 개인․가족의 능력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결정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장 수준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

인 2층인데, 2층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비례한다. 때문에 남한

의 사회복지시스템은 3층인 개인․가족의 능력과 책임이 2층에 상당한 

향을 미침에 따라 사실상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남한과 같은 3층 체제는 북한의 2층 체제에 비해 복지분배의 다

양한 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다층화된 장점이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2층

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과 시장이 주는 급여가 동일하지 않음에 

따라 일정부문 차등분배가 존재하며 개인의 실직․실업의 경우 2층 자체가 

무너지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남한과 같은 3층 체제는 사실상 

2층과 3층이 분리되지 않는 측면(개인의 능력=기업선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가 우선시되고 이것이 바로 3

층 체제의 단점이다. 참고로 남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남한의 사회복지시스템: 3층 체제

수준

개인개인 · 가족가족 책임책임
○ 개인 · 가족 능력

○ 공 · 사적 연결망

시장 ·기업 책임

국가 책임

○ 임금

○ 고용

○ 기업복지프로그램

○ 사회보험

○ 사회부조, 사회보훈

○ 사회복지서비스 등

※ 3층 체제

3F

2F

1F

수준

개인개인 · 가족가족 책임책임
○ 개인 · 가족 능력

○ 공 · 사적 연결망

시장 ·기업 책임

국가 책임

○ 임금

○ 고용

○ 기업복지프로그램

○ 사회보험

○ 사회부조, 사회보훈

○ 사회복지서비스 등

※ 3층 체제

3F

2F

1F

개인개인 · 가족가족 책임책임
○ 개인 · 가족 능력

○ 공 · 사적 연결망

시장 ·기업 책임

국가 책임

○ 임금

○ 고용

○ 기업복지프로그램

○ 사회보험

○ 사회부조, 사회보훈

○ 사회복지서비스 등

※ 3층 체제

3F

2F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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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근거로 복지분배의 책임주체를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북한

은 국가책임이 강한 반면 남한은 개인․가족책임이 강한 체제라 하겠다. 그

리고 이러한 양자의 차이의 원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체제가 가지

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3.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가. 북한

특정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과 더불어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을 탐

색하는 것은 사회복지체제를 여과하는 또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왜냐하

면 제도별 복지분배의 책임주체를 규명하는 작업만큼 복지급여의 수준 

또한 사회복지 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판단근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앞서 논증한 사회복지시스템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접근이다. 즉 사

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다소 ‘평면적’이라면 제도별 복지수준을 통

한 접근은 ‘다면적’이다.

이에 북한 사회복지체제를 제도별 복지수준을 판단기준으로 분석하면, 

먼저 북한주민들의 제1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부조(공적부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는 의․식․주배급제이다. 특히 의․식․주배급제

의 경우 공급대상마다 각기 다른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인식하

는 공급대상별 분배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의․식․주배급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부조이지만, ‘이 정도면’ (최저․적정)생계 유

지10)가 가능하다고 보는 북한의 인식이 반 된 결과물이다.

10) 배급제를 ‘최저생계 유지수준’이라 판단하는 근거는 배급제의 공급기준에 의거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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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정대상별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아동복지

서비스인 탁아사업과 여성복지서비스인 산전산후휴가(1993년 이전 90

일 이후 150일)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도나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나 특수교육 역시 미약하다. 단지 최근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공포한 ‘장애자보호법’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정도를 반 한 것이다. 또한 간

과할 수 없는 것은 동 법령이 존재하고, 명시한 내용이 구체적이라 할지

라도 이를 실천할 북한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곧 레토릭(rhetori

c)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2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이 있는데, 의․식․주
배급제가 다소 노동유무를 떠나 현물만 제공하는 급여라면 사회보험은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노동기간을 완수한 가운데에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받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수급자가 ① 사회적 위험, 

② 은퇴한 노후, ③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받는 복지급여이다.

따라서 수급자의 입장에서 현금과 현물, 즉 돈과 식량을 동시에 지급받

기 때문에 이는 통상 정상적인 노동생활로 인해 획득하는 물질적 수입과 

배급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때에 지급되는 복지급여 

수준은 ‘이 정도면’ 수급자가 수급기간동안에 기본(적정)적인 생활이 가

데, 이는 물론 북한이 인식하는 배급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북한이 인식
하는 ‘적정생계 유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후술한 제도별 복지수준 전체가 
북한의 기준에서 해당 사회복지제도를 기준으로 한 수급자의 위험에 대한 ‘적정생계 유
지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유무에 따른 배급수준만을 놓
고 볼 때, 여타제도와 급여수준과 조건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최저생계 유지수준’이
라는 판단과 표현도 가능하다.

11) 이는 비단 북한장애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사회복지 ‘현실’을 놓고 판단할 
때, 이미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시피 북한사회복지 ‘제도’가 명시한 내용을 지킬 수 없
거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1990년대부터 빈번하게 발생하 고, 현재까지도 누적된 가
운데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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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인식이 반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훈인데, 이는 수급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우 즉 

국가공로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자 혜택이다. 한편 북한은 여타 사

회복지제도와 달리 사회보훈이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국가적 공훈을 강조하는 체제 특성과 복지급여 산식 때문이다.

즉 북한주민 개인(수급자)을 놓고 복지급여 산식을 적용할 경우 노동기

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기간 동안의 공훈수준이다. 예컨대 은퇴한 

노동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사회복지급여 = 노동기

간(임금) + 공훈수준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각각 

독립된 체제로 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사회보훈이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혜택의 플러스 알파(+

α)의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나 판단을 가능하게 하자면, 수급자가 인식하는 복

지혜택의 적정수준이 긍정적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

다. 즉 북한의 복지제도 통합운 은 여타 복지제도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

하는 사회보훈이 최상의 급여를 보장한다. 이로 인해 이른바 ‘공훈을 위

한 노동’을 강제하는 이중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복지제도 통합운 은 다층화된 제도를 단층적으로 

통합․적용함에 따라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한 중심

에 바로 국가사회적 공훈을 강조하는 ‘사회보훈’이 자리 잡고 있다. 때문

에 북한사회복지는 각각의 ‘복지제도’에 따른 각각의 ‘복지급여’가 분리

된 체제가 아님에 따라 양자에 대해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사회복지제도 4가지를 놓고 볼 때, 급여수준의 서열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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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훈 > ② 사회보험 > ③ 사회부조․사회복지서비스 순이 된다. 한

편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과 거의 동일하다. 즉 북한만이 

이러한 사회복지 체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훈을 강조한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내재된 메커니즘이라 하겠다. 그리고 바

로 이러한 점이 자본주의 복지체제와 다른 이질성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

다.

〔그림 2-4〕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주: 1) 개인의 사회복지급여 = 사회보훈(공훈수준) + 사회보험(노동기간과 임금)
 2) 급여수준 = 사회보훈 > 사회보험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탁아사업 ․ 여성: 산전산후휴가.
 4)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훈,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

  나. 남한

남한 사회복지체제는 북한 사회복지체제와 달리 제1차 사회안전망 역

할을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제2

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는 사회부조로 저소득층의 생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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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 반면 제1차 사회안전망과 제2차 사회안

전망 사이에 있는 사회보훈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제1차와 제2차 사회안전

망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제도는 ① 공적연금, ② 건

강보험, ③ 산재보험, ④ 고용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1일 

시행)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가 현금 기여를 한 경우에만 보장

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보험료의 납입이라는 방

식을 통해 기여를 하고 그 기여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과 정도가 결정된

다. 즉 사회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또한 급여수준과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의 사회보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에 의해 수급자의 ① 가입기간, ② 소득수준, ③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① 공적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기간과 수급연령, 현재 소득여부 상태에 따라 연금수급 

여부, ② 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 및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 ③ 산재보험은 사업장 작업 시 발생한 산재사고나 직업병 등으

로 인한 장애 또는 의료적 치료비용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④ 고

용보험은 실직근로자가 고용되었을 시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

되는 급여수준,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제2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이라는 사회적 안

전망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계층을 보호하는데, 이들

에 대한 보장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며 사회보험보다는 낮은 수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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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수급자의 기여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루

어지며 빈곤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재정적인 경우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부조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한 조세에 의해 조성되고 이에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사회부조는 사회구성원이 현재 빈곤이라는 상태를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빈곤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보장이 결정된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구성원 개인 또는 가족에게 생계비

가 지원이 되며 생계비는 급여를 받는 인원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보

호가 제공된다.

사회보훈은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과 같이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

해 기여한 경우, 보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현금기여와는 

달리 구체적인 현물기여에 대한 보장을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훈의 재정 

또한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사이

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여적인 측면에서 적용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에게 서로 보완적인 형태로 운 되고 있

다. 

정리하면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급여수급 대상자에 따라 사회보험 가

입자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나머지 사회보훈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해당 조건에 적합하다면 해당 제도의 적

용대상이 됨으로써 남한의 제도는 급여의 대상 및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분리․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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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복지제도 자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보장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며, 그 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혜택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합법적인 법적공간내에 복지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구호자는 복지급여를 수급받지 못하

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층화’된 가운데서 분리․운 되고 있는 남한 사

회복지체제의 단점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수준 서열과는 달리 남

한은 ① 사회보험 > ② 사회보훈 > ③ 사회복지서비스 > ④ 사회부조 순이

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

이 보다 강조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참고로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

지수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 4개의 사회복지제도가 상호 분리 운영?적용
※ 혜택수준 = 사회보험 > 사회보훈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부조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훈(제도)

사회부조(제도)

보장수준

제1차 사회안전망

기본생활유지수준

제2차 사회안전망

최저생계비수준

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보훈,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에 포함,   
자료: 김태성․김진수(2005), 사회보장론, p.162에서 재인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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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발달과정: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

  가. 북한

사회복지 발달과정 즉, 어떤 직종과 계층이 우선적으로 복지분배의 적

용대상이 되었는가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통시적으로 접근한 사회복지 적용대상에 대한 

탐색은 해당 체제가 ‘복지혜택 대상을 어떻게 적용해왔는가’에 대한 함의

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가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에서 

표방한 적용대상의 변동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회

복지에 관한 해당 체제의 성격을 통시적으로 규정하는 판단근거이다. 또

한 복지분배에 있어서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는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의 보장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즉 대상의 확대 과정은 사회복지 발

달 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형태와 보상 수준 등에 지대한 향을 미친

다.

이에 북한의 각 제도별로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을 살펴보면, 결론적으

로 북한의 경우 크게 보편주의적인 경향과 선별주의적인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와 보편주의적인 경향만이 나타난 시기가 존재한다. 첫째, 일

정부문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 제도로는 사회보훈, 사회복지서비

스, 의․식․주배급제이다. 사회보훈의 경우 특정한 공훈에 의거하고, 그 수

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한다. 

역설적으로 전 인민의 국가사회적 공훈을 강조하는 북한체제의 성격상 

사회보훈의 판정에 대한 차별과 차등, 부정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리라 판

단된다. 다시 말해 사회보훈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공훈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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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판정의 차별은 제도의 취지를 반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과 탁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요구호상태에 의거한 적용대상에 대한 차별은 미약하리라 판단된다. 아

울러 위의 세 가지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조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엄격하

지도 않다. 즉 사회보훈은 일정한 공훈을 획득하고, 탁아와 여성 사회복

지서비스는 요구호상태에 이르면 가급적 지급되는 급여이자 분배메커니

즘이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별 적용대상 발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별 적용대상 발달과정

사회복지제도 최초도입시기 확대시기 적용 대상 경향

․ 사회보훈 1949
․1953․
1956

제대군인
예군인

보편주의적

․ 사회복지서비스: 
탁아․여성/장애인

1948/2003
․초기와동일

․여성만 1993
서비스 해당 요구호자 상동

․ 사회부조: 
의․식․주배급제

1946 초창기와동일 전 인민 상동

․ 사회보험 1946
1970년대 초반

/1986
가입자

(노동자․사무원/군인/농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공존

주: 노동성 사회보험규정집을 제외한 판단임.

둘째, 일정부문 선별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시기의 제도로는 사회보험

이 있다. 그러나 1986년을 기점으로 판단할 때, 사회보험이 선별주의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 즉 1986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면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86년 이전을 기

준으로 할 때는 선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대상

의 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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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사무원을 사회보험 우선 

적용대상자에 포함시켜 약 40년간 운 해왔고, 1986년에 이르러서야 협

동농민을 포함시켰으며, 군인연금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 도입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직종별 가입 시기와 

제도도입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노후를 보장하는 노령연금12)

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와 사무원은 1946년, 군인은 1970년

대 초반, 협동농민은 1986년에 적용대상에 각각 포함되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처럼 적용대상에 대한 직종별 차별을 한 이유인

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노동자와 사무원을 우선시

하는 정치체제이자 이에 따른 노동정책(정치행위)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

라서 이는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일정부문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데, 이는 적용대상에 대한 이른바 ‘차별 기간’이 존재해왔음을 반증하

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에 대한 판정은 보편주의적인 성

향-제도적으로-을 확고히 나타내고 있지만,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을 추

적해보면 일정기간 선별성과 보편성이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겠

다. 

한편 노동자와 사무원을 복지혜택 적용대상 우선순위에 선정하는 사회

주의국가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사회주의식 보편주의-

12) 북한의 (공적)연금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특수직역인 군인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 대한 노령연금이다. 또한 북한은 일부 외국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국가이다. 따라서 연금가입자(피고용인)와 고용자의 관계는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와 국가와의 관계가 된다. 때문에 북한의 연금체제는 사
적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공적연금체제이다. 이는 현행 남한의 특수직역 연금대상자(공무
원, 군인)와 같은 ‘법적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즉, 북한에서 공적연금체계만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본의 국가소유에 의거한 분배관계, 임금과 노동관계, 고용인(국가)과 
피고용인(노동자) 관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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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인구의 분포 즉, 제도 도입 당시 노동자와 사무

원의 노동인구 분포에 의거해서 판단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동인

구대비 사회보험 가입자의 분포는 복지혜택 적용대상의 양적비율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보험 도입 당시 노동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

을 포함,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와 사무원의 노동인구 분포가 약 

12-15%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3) 참고로 북한의 공적연금 발달과

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북한의 공적연금 발달과정: 최고치 추정

주: 1) 군인연금은 새터민 증언에 추정, 정식명칭은 “제대군인 생활보장비”
 2) 무상치료제와 의․식․주배급제는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보편주의에 의거.
 3) 사회보훈의 국가공로자연금은 정권초기부터 시작.

13) 참고로 식민지 말기 조선의 산업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겨우 4-5%에 불과했다(찰스 암
스트롱, 김연철․이정우 역 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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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한14)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의한 제도가 거의 비슷

한 시기에 등장, 도입되었다. 1961년 제정, 공포된 생활보호법15)으로 인

해 전 국민이 적용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보편주의에 의해 입각한 사회복

지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최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일정부문 나타내고 있다. 즉 이처

럼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장은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한 한편, 일정 수준 이

상의 소득계층에게는 낮은 보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

으로 보장 수준 이외에도 소득에 비례하여 보장되는 수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1960년 공무원연금,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교원연금, 

1988년 근로자연금, 1995년 농어민연금, 1999년 도시지역 자 업자에

게 확대․적용된 사회복지제도는 선별주의 체제에 입각해서 발전된 것이

다. 이는 일단 적용이 용이한 공무원, 군인, 교직원 계층부터 도입되었고 

흔히 유리지갑이라 말하는 근로자 계층으로 점차 확대한 후,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어민과 자 업자 계층이 최종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선별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제도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그 적용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보다 쉽게,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주의는 보

편주의와 달리 대상자들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14) 공적연금을 제외한 남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는 후면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 
참조. 

15)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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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다른 부분, 즉 장점 부분을 혼합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별주

의를 채택한 국가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경향과 연금 수급 

조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했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보편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연금급여 수준에 

있어 보편주의가 보장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

연금을 도입하여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별주의의 형태를 혼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6) 

결과적으로 남한의 사회복지제도가 구미 선진복지국가에 비해 도입 시

기가 늦고 역사적 배경 또한 짧고 앞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보장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의해 서로 다른 제

도를 도입하 지만, 종국에서는 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참고로 남한의 공적연금 발달과정을 선별주의에 입각해 도식화하면 다

음 〔그림 2-7〕과 같다. 또한 〔그림 2-7〕에서 가로 역은 급여를 받는 대

상으로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의 직종별로 구분하 으며, 세

로 역은 적용대상자의 기존소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에 따라 보장받

게 되는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16)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 2005),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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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남한의 공적연금 발달과정(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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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태성․김진수(2005), 사회보장론, p.159에서 재인용 보충.

5. 사회복지 제도․체제 전개과정

  가. 북한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 ․ 혜택수준 ․ 종류 ․ 재분배성 ․ 적절성 측면

사회복지제도 전개과정에 대한 준거 틀은 복지제도의 도입․확대․강화․
퇴행 등의 시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이다. 예컨대 이는 단순한 복지법

령의 제정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의 적용대상과 복지

급여의 종류․수준․조건 등 그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첫째, 복지 혜택의 포괄성 즉,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

회보훈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는 초창기부터 포괄적이었지만 사회

보험의 경우 1986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논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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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때야 비로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대한 구분은 1986년을 전후로 

구분된다 하겠다. 그렇지만 1986년 전까지 북한이 복지혜택의 적용대상

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6년 전까지 북한은 노동인구의 비율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이 차지

하는 부문이 사회보험 가입자와 동일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노동자

와 사무원의 비율과 해마다 감소되는 협동농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사

회보험 가입자를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노동정책

(노동자 우대정책)에 향을 받은 것이기에 북한이 스스로 복지제도의 적

용대상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모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85년에 제정하여 1986년

에 시행한「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에 대하여」이후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복지혜택의 적용대상은 크게 1986년을 전후로 구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협동농민은 1985년 전까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무상치료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동농민은 약 40년 동안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절

반 수준의 인민복지의 혜택을 받았다 하겠다.

둘째, 복지혜택의 수준, 다시 말해 복지급여 수준의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엄 한 의미에서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제외하고는 1946년 사

회보험법을 제정한 이래로 이렇다 할 복지급여의 확대를 꾀하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본 법령을 제정한 이래 괄목할 만큼 복지급여 종

류나 수준의 확대를 시도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일부만 개정된 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차례 부분적으로 

연금수준(급여수준)을 향상시킨 조치가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조

치가 명백히 급여수준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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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다수 북한의 복지급여는 훈․포장에 대한 급여 계상을 제외할 경

우 임금에 따른 정률급여 지급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이는 표준임금의 인

상수준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그

동안 인상한 여러 차례의 임금인상 시기17)가 복지급여의 확대와 직결된

다. 결국 임금에 따른 정율 지급방식 때문에 사회보훈을 계상하지 않은 

급여수준은 상위범주인 임금인상률에 따라 하위범주인 복지급여가 결정

된다 하겠다.

셋째, 복지혜택의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견해가 가능한

데 하나는 1946년 사회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를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복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여기에 있

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 대다수 복지급여가 본 법령에 기인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가차

원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1978년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의 종류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에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에 의해 6개월 전후

로 적용되는 국가사회보험제18)와 국가사회보장제19)가 제도적으로 성립

17) 참고로 현재까지 북한의 임금(생활비) 인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협동단체기관․기업
소들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기본임금을 1958년 1월 1일부터 평균 10% 인상한
다.”(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임금인상에 관하여, 1957.12.31 내각결정 제 128호), 
“1959년 1월 1일부터 국가․사회․협동단체기관․기업소들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과 군무
원․ 내무원들의 임금(1958년 3/4분기 실적에 의한 평균임금)을 평균 40% 인상한다.”(노
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릴 것에 대하여, 1979.8.31 내각결정 제
70호), 「주민복지향상대책」(1992.2.13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1992년 3월 1일부터 생
활비를 43.4% 인상, 2002년 7월 1일 임금임상과 더불어 대규모로 개편하 다.

18) 동 제도는 “국가가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
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현직일군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자기소득의 1%를 국가에 납부하 을 때에만 적용된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연구소, 1985), 
p.205.

19) 동 제도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 동안’(6개월 이상)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
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적용대상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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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의 종류에 관한 견해는 구체적인 실천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보험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정체기라

고 할 수 있는 반면 큰 틀의 복지혜택의 적용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1978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하겠다.20) 

넷째,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제도적인 

부문과 현실적인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제도적인 부문의 경우 1958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에 북한은 개인기업소와 사유재산

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후 북한의 모든 역에 대한 분배는 국가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이

러한 견지에서 이때부터 복지분배의 효율성을 시도하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적인 부문의 경우 제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북한의 계층별 

차별과 그에 따른 차등분배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이에 관한 계

층별 복지급여나 각종 혜택은 소위 국가공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반

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과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급여의 차별

은 복지혜택의 재분배 기능을 상쇄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현실

적인 급여의 수급과정에서도 그대로 반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

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복지제도의 통합운 과 급여수준에 있어 압도적 우

위를 점유하고 사회보훈 때문이다.

다섯째, 복지 혜택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왜냐하면 계층별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현

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공로자와 일반인들이 급여의 경

일혁명투사들과 군인, 경비대, 사회안전원,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
가족, 기타 무의무탁한 사람들이다.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위의 책: 205).

20) 한편 1995년에 4월 6일 공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의 경우 노동자의 의
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자와 국가간의 임의계약에 따른다. 때문에 동 법령이 급여종류의 
발전을 꾀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가입임에 따라 현실적으로(재정부담할 능력과 
여유 부족) 그 효과가 미진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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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금은 물론 현물까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남한의 공적부조 수준이라 하겠지만, 국가

공로자의 경우 현저히 높은 급여로 인해 이와 다른 견해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21) 따라서 역설적으로 북한의 복지 혜택의 적절성은 국가공로자에

게 한해서만 적당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러

한 이유로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은 남한의 공적부조 수준과 내용면

에서 근친한 형태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2)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의 판단근거는 ‘복지현실’이 아니라 ‘복지제

도’에 기인한다. 이에 북한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을 큰 틀의 함의를 살

펴보면 ① 제1단계: 체제형성기(1945-1960), ② 제2단계: 체제분화기

(1961-1985), ③ 제3단계: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 ④ 제4단계: 

체제마비기(1991-2002), ⑤제5단계: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년 이

후)로 요약된다.

첫 번째인 체제형성기(1945-1960)의 경우 무엇보다 크게는 반제반봉

건민주주의혁명(1946.2-1947.2)→사회주의혁명(1947.2-1958.8)의 과

도기 시기이고, 작게는 사회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의 도입, 전 재산의 국유화로 인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떠나 북한이 일

정부문-초보적인 수준이지만-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체계를 도입․형성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인 체제분화기(1961-1985)의 경우 크게는 사회주의 공업화 추

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따른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 시기

21) 이는 수급자 개인이 지급받는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와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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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작게는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29), 사회주의노동법

(1978.4.18), 인민보건법(1980.4.3),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

시할데 대하여(1985.10.4)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부분별 복지체제의 수

립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북한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제도의 질적인 분화 다시 말해, 대상별로 세분화된 법

령을 제정하여 기존에 북한이 천명한 이른바 ‘인민복지’에 대한 실천의지

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자체가 정권수립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전했다

고 하겠다. 

세 번째 단계인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의 경우 이를 발전기라고 

보는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야 전 노동인구에 대한 국가사회복지체제

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를 유지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90년까지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대외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가 북한으로

서는 자신들의 복지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에 안팎으로 가장 유리한 환경

이었다.

네 번째 단계인 체제마비기(1991-2002)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7년을 전후로 한 배

급제와 무상치료제의 붕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복지

체제를 붕괴로 빠뜨린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해 북한 스스로의 표현처럼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이다.

다섯 번째 단계인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년 이후)의 경우 크게는 

2002년 7․1조치의 시행, 작게는 지엽적이지만 2002년 신의주특구의 의

료보험제도입 명시(미시행), 2003년 개성공단과 2004년 금강산관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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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복지체제 등 북한이 자신들의 복지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북한이 붕괴된 복지체제의 복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복지체제 자체에 대한 변화-그것이 복지의 축소나 확대인가를 떠나-를 

시도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식량난과 긴급구호체계

인 보건의료의 후진성, 7․1조치의 성과 미흡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난

을 타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북한사회복지의 체제변화와 마비

가 공존하는 시기이다.

결국 북한사회복지 체제의 변동과정은 각종 복지제도의 구분에 따라 그 

과정과 평가를  달리하고, 그에 따른 논쟁 또한 동일한 무게의 가치를 지닌

다고 하겠지만, 큰 틀의 함의는 위와 같이 취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로 북한의 사회복지 체제 변동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북한사회복지 체제 변동과정

주: 신의주특구는 미시행되었지만 참고로 포함.

또한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의 북한사회복지 제도와 다

른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지역별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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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역별 제도적 특성

 경제조치와 해당지역 법령 제정 해당 지역 대표적인 제도적 특성

․ 7․1조치 2002 ․ 전 지역
․ 국정가격의 인상
․ 임금의 대규모 인상
․ 기업별 인센티브제 도입

․ 개성공업지구 2003 ․ 개성공단

․ 사회보험 재정부담(기업15%)
․ 사회문화시책비(30%부담)
․ 최저임금제 도입
․ 남한의 의료(산업재해)지원

․ 금강산관광지구 2004 ․ 금강산관광지구 ․ 위와 거의 동일 

주: 1)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사회보험 재정부담(합 회사7% 종업원1%) 제외.
 2) 2002년 신의주경제특구 의료보험제 도입은 미시행관계로 제외.
 3) 최근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철수 2006․2007연구 참조.

  나. 남한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 ․ 혜택수준 ․ 종류 ․ 재분배성 ․ 적절성 측면

남한의 경우, 첫째, 복지 혜택의 포괄성 즉,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사회부조와 사회보험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사회부조는 1961년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로 인해 전 국민이 급여수급가능 대상자가 되었다. 이는 법이 정한 일

정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장이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즉 가입과 기여에 관계없이 대상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적용된

다.

반면 사회보험은 관련 각각의 제도마다 규정된 가입과 기여에 의해 그 

보장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된다. 즉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

득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그 일부를 해당 제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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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는다. 이는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관련법

에 의해 소득계층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혜택의 종류와 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급여와 서비

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부조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로, 그 내용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에 명시된 7가지 종류22)의 급여가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

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반면 사회보험 관련 제도로 남한은 현재 네 가지 제도23)가 시행 중이

다. 먼저 공적연금은 노령, 사망,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가입자가 기본

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

라 기여를 많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가치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있다. 건강보험은 대상자의 의료

급여, 즉 의료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장하고 있으나 상병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에 대한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위해 발생한 비용, 요양비용 및 재활비용뿐만 아니라 소득감소 또는 상실

에 대한 대체소득적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재진입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22) 여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
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초기단계임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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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복지혜택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이

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대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

에 의하면 2005년도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는 평균 0.307로 나타난 

반면 남한의 지니계수는 0.31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나 대

상국 28개국 중 17번째 순위 국가로 남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냈다. 

또 OECD의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31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7위를 기록하 다. 특히 2009년은 빈곤선 이하의 인

구비중인 빈곤율은 0.15로 6위, 소득수준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많이 떨

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빈곤갭은 36.03%로 5위를 나타냈다. 전체 인구 

중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허덕이는 비중도 선진국 중 상위권에 있을 뿐

만 아니라 불평등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다.24) 하지만 이는 시장

경제의 결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

라 정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조세정책 및 절대빈곤층 및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소득보장-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사회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어떠

한 기여도 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약 153만 명(전

체 인구의 3.2%)이 그 대상이며 예산은 약 6조 5천억 원이었다.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한 가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 국가가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강제적으

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되는 보험료를 기여함으

로써 추후 노령, 질병, 장애, 사망, 실업 등에 이르게 되면 해당 기여분만

24) 『내일신문』, 2009년 4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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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보험료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법이 

정한 각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그 부담의 정도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

문에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동일 소득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

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있다.

넷째, 복지 혜택의 적절성은 북한의 경우처럼 그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사

회적 요구로 인해 생활보호제도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

면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목표 하에 빈곤과 실업에 대한 해결방

안으로서 출발하 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남한의 공적부조에 있어

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지만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 및 조건

부 수급에 대한 쟁점 등이 제기되면서 과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과 자활에 성공적 또는 효과적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만으로는 제도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없으며 그 이유

는 제도에 대한 실제 효과 여부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다.

반면 사회보험의 경우는 가입자가 기여하는 수준 대비 급여의 수준 또

한 차등화됨에 따라 이 또한 수급자 각각에 대한 복지혜택 역시 그 적절

성 여부가 수급자 개인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하겠다.

2)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

남한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을 시기별로 구분지어 볼 때, ‘복지제도’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제1단계: 체제모색기

(1945-1960), ② 제2단계: 체제태동기(1961-1977), ③ 제3단계: 체제

발전기(1977-2000), ④ 제4단계: 체제전환기(2000년 이후)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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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인 체제모색기(1945-1960)의 사회복지체제는 구호사업(원호

사업)이 중심이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3년간의 미군정의 통치, 그리

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어서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인해 1960년대 초

까지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체제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이 시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재민을 위한 구호사업에 치중되었다. 

이 기간 중 필요한 재원은 유엔과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원조

물자에 의해 대부분 조달되었다.

두 번째인 체제태동기(1961-1977)는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후

부터 군사정부에 의해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입법들이 이루어지

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입법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군

사원호보상법(1961), 군인연금법(1961), 아동복지법(1961), 재해구호법

(1962),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남한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양적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

으나, 그 당시의 여건 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실

제로 제공하 다기 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일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제도들은 시행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의료보험 또한 당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의적용을 하 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직장의

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구성되어 운 되었지만 적용대상자

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리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국가

적으로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으나 외

국의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원조를 계속 지원받는 등 특별한 의미의 발전

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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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인 체제발전기(1977-2000)는 비약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배경

으로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사회부조 사

업인 생활보호사업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보호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1982년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

어 현재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정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여 1976년 의료보호법 제정과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이전의 임의적용에서 비록 단계적이나 그 

대상을 강제적용하 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수익자가 비용일부를 부담하

다. 이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1982년 7월 도시지역, 1989년 

농어촌지역까지 전 지역에 전국민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 다. 

공적연금에 있어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입법되었으나 그 실시

가 연기되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실시되

었다. 제도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강제적용대상이었던 

것이 199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농어촌지역 자 업

자 및 농어민,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민으로 확대 적용되어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또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2000년부

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학대되었으며,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과 함께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IMF로 인해 

1998년 10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

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질적 수준의 향상과 서비스의 다양화가 크

게 이루어졌다. 특히 법제적인 측면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동

년도 노인복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제정,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등

이 있었지만, 현재의 전문적이고 사회적 현실에 적절한 수준으로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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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네 번째인 체제전환기(2000년 이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의 생

활보호제도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시행으로 사회부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사회부조로서 제공하는 범위-수급권자의 범위확대와 급여종류의 다양화 

및 급여수준의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대상자의 법적 권리성을 명

시했다. 이밖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수

급자의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 다. 또한 고령화추세에 맞추어 

2006년 퇴직연금제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각각 도

입하 다. 

지금까지 언급한 남한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사회복지제도 역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복지제도 

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때문에 이러한 맥

락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모두 고유한 체제의 속성(이질적인)을 바탕

으로 시대적 환경을 수렴하면서 변동되었다 하겠다.

6. 결 론

남북한 사회복지 연구는 통일한국을 대비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

제이다. 소위 ‘북한․통일연구’분야에 있어 남북한 사회복지는 그 구성요소

가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크게는 민족의 생존, 작게는 개인․가족

의 생존과 해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동 분야에 대

한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경우 통일코리아는 다양한 정책적 문제

가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응방안 또한 불합리한 선택을 할 개연성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57

이 농후하다. 때문에 통일코리아를 가상하여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시

도할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의 조화와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인

지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을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남북한 각각

의 ① 사회복지시스템, ②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③ 사회복지 발달

과정,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 검토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통일코리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판단근거로 천착될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핵심 분석대상으로 양자를 비교한 본 연구의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의 경우 북한은 전형적

인 사회주의체제의 형태로 국가책임이 강한 가운데에 2층 체제를 갖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형태로 북한에 비해 다소 느슨한 국가책임 형태로 

천착, 개인․가족책임이 강조한 가운데에 3층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7․
1조치 이후 북한은 부문적․지역적으로 탈사회주의화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한 또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국가책임 하에 

주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

보험,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통합운 ’되는 반면 남한

은 ① 사회보험, ② 사회보훈,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각

각 ‘분리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수급자의 재정적 기여가 전무하거

나 약한 반면 남한은 각각의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기여방식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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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③ 사회부조의 경우, 다소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냈지만 ④ 사회보

험만은 노동자, 사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식 선별주

의 형태를 갖고 있다가 1986년에 이르러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

편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남한은 선별주의 형태에서 점차 보편주

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

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의 경우 북한의 복지혜택의 포괄

성은 사회보험만이 차별적인 과정을 지녔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

는 한마디로 질적 발달을 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분배성과 

적절성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책임의 분배로 인해 일정부문 효율성이 존재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는 즉 ‘형식적 평등과 실

질적 불평등’이 혼재하는 형태이다. 

반면 남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경우 선별주

의에서 보편주의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다양

한 급여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재분배성은 느슨한 국가개입과 소득불평등으로 인

해 일정부문 비효율성이 있지만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경우 다양한 형

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적절성은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의한 차등급여로 형태이고 사회부조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형태

를 갖고 있다. 나아가 남북한 사회복지체제는 각 체제의 이질성을 바탕으

로 개개인의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기준과 척도 또한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문제는 통일코리아를 대비할 때 체제의 상이성(속성에 의한)에 

의한 제도적 차이와 더불어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상쇄시

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남북한의 ‘통합시점’과 통

합 당시의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와 수준의 격차’, 여기에 근거한 통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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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사회복지 ‘통합기준’, 사회복지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 수준’에 따

라 또 다른 형태를 가질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변인-시점․기준․제
도․수준․인식 등-과 통일 환경을 고려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통합시나리오

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코리아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은 크게 네 가

지 트랙(범주)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첫째, 시기별․시점별 통일코리아의 

단계별 사회복지 정책목표, 둘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기준 설

정, 셋째, 부문별․제도별 통합 플랜(plan)과 세부적인 통합 시나리오, 넷

째, 복지에 대한 남북한 국민의 인식 수준 차이 해소방안이다. 특히 무엇

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 네 가지 트랙이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톱니바퀴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

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은 실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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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대비 필요성

  남북 통일은 단순 정치적 체제 통합 뿐 아니라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

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단으로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으로, 남과 북의 보건의

료체계의 통합은 인간안보에 필수적인 요소((basic human need)이다. 

지난 60여 년간 남과 북은 이질적인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보건의료자

원 및 시설이 운용되어 왔다. 더욱이 북한은 20여년 전인 1990년대 초, 

경제 악화로 인해 대부분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이 붕괴되었고, 연이은 자

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으로 건강취약계층들은 심각한 양결핍과 국민 건

강수준이 악화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간의 건강수준 

격차는 심화되어 이는 곧, 통일이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아 및 모성의 높은 사망 수준은 통

일 세대의 인적 자질 수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전염병이 만

연되고 있어 전염병의 확산과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과 통한 방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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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것이다. 

남북 통일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

운데, 통일(unification)이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정치적 실체가 하나로 결

합하는 정치적, 국제법적 사건이라면 통합(integration)은 통일이후 남

과 북의 주민들이 조기에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 거쳐 가야 하는 필연적인 

사회적 과정적이다. 

남북간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은 남한 또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특정 집

단·직종의 이익과 효율적인 통합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열악한 북

한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형평적(equity) 건강을 공급할 수 있는 체

계로의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자료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의 일환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목표인 건강수준을 남북간 비교, 분석하고, 보

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남북간 차이점을 도출하여 통일 전후 대비하여야 

될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곧,  남북 보건의료 통합과

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적 통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질적으로 작동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기

능을 분석하고자 Kleczkowski(1984)가 제시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

부구조(health system infrastructure)를 파악하 다. 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는 의료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health resources),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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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organized arrangement of resources), 의료서비스의 제공

(delivery of health care)으로 구성되는 3개의 주축 분야와, 이 3개 분

야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economic support)과 정책· 관리

(management)의 2개 분야이다. 

〔그림 3-1〕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자료: Kleczkowski(1984), Health Care Systems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WHO

  가. 의료보장체계 및 재원조달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국 의료제이며, 남한은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의료급여) 방식을 지니고 있다. 관리운  및 재원조달방식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는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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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1960년 2월부터 전 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매월 근로자 임금 또는 보수의 1%의 

금액을 공제하여 조달하고 있지만,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이 포함

되어 있고, 부양가족 중 직장이 없는 자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받고 

있다. 반면, 남한은 별도의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특수관리체제로 근로자

(직장가입자) 월 보수의 2.945%의 개별보험료(건강보험료율은 2013년 

총 5.89%로 근로자 및 사용자 각각 절반부담) 및 본인부담, 일부 국가재

정에 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

북한은 의료공급체계가 국가 공급체계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면서 ‘예

방의학’을 중시하고 ‘호당담의사’에 의한 의사담당구역제를 기본정책으

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곧, 아플 때, 호담당의사를  첫 접촉한 후 중증도 

및 치료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 시장주도의 의료공급체계

로,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의 의료이용 빈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OECD, 2013), 치료중심의 개별행위료의 지불보상체계이다. 이로 인해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서비스는 미흡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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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남북 의료보장체계 비교

  나. 의료인력 양성체계 

 1) 의사 인력  

  북한의 의학대학 수는 총 11개이며, 평양시 및 개성시, 그리고 각 도

에 각 1개 대학씩 소재하고 있다. 의사인력은 의사, 위생의사, 고려의사 

등으로 남한의 의사 및 한의사로 구성된 양성인력보다 다양하다. 교육기

간도 남한의 6년제 의사교육과정과는 달리 6～7년 교육과정이며, 고려의

사는 의학대학내 ‘고려의학부’가 개설되어 고려의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고려의사가 된다. 북한은 양·한방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

면, 남한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분리되어 인력이 양성되고 있어 양

한방 이원화된 체계이다.

한편, 북한에는 의사인력의 양적 확충을 위해 3년제 조의사(Feldsher)

가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 조의사가 실무경력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조의

사(간호사 포함)가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거치고 통신학부 교육과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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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경우 의사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의사 배출과정은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면

허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남한과는 달리 별도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국

가 의사면허시험 제도는 없다.  

북한의 총 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297명으로 남한의 183명보다  많

다. 치과(구강)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남북 공히 60명(WHO, 2003년) 

수준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양적으로는 충분한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의 붕괴로 의료시설 및 임상실

험실의 열악한 여건과 의료지식 및 정보에 대한 국제적 고립으로 의료기

술 및 지식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의학교육 기반이 열

악하여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북한 의료인력의 양

적 규모에 대한 평가의 의미는 거의 없다.

  북한은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교육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다만, 산부인과, 소아과, 및 외과 등의 진료과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 인력을 선발하여 배치, 양성하고 있다고 북한 보건성 

의료인은 설명하 다. 전문의 제도가 없는 대신 북한은 의사 및 약제사에

게 기간과 능력에 대한 급수제 시험제도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을 인정

하고 있다. 의사 및 약제사는 졸업과 동시에 6급 자격이 주어지며, 6급에

서 5급으로 한 등급 승진하려면 3년 이상 실무경험을 거친 뒤 반드시 ‘급

수시험'에 응시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병원에는 보통 4급 또는 5급 

의사들이 배치되며, 3급 이상 전문의사는 평양 등 대도시에 배치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초전문분야까지 분리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급수로 의

료인 개개인의 지식 및 기술을 평가하고 있을 뿐 전문분야별로는 발전하

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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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북한의 의사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구 분 교 육 과 정

의 사
의 사

전국 11개 의과대학 의학부(연 2,170여명)1), 6년(기초과 2년, 임
상과 4년) 교육과정,
※ 특설학부 및 통신학부 운 : 5년 이상 근무한 준의사 또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의사 자격 부여

준의사 중등의사전문학교(시․도 의학전문학교), 3년제  

고려의사 의학대학의 6년제 고려의학부

위생의사 의학대학 위생학부

구강의사  평양의학대학내 6년 과정의 구강학과  

주: 1)의학대학소재지는 평양,․함흥․청진․해주․신의주․강계․원산․사리원․평성․혜산․개성 등임.

2) 약제사 및 간호 인력

북한의 약제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60명(WHO, 2003년)으로 총

14,100여명이며, 간호원은 인구 10만명당 358명으로 90,367명, 조산사

는 6,743명이다(WHO, 2007). 

  약제사와 간호원의 교육과정은 〈표 3-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간호

원 시험은 각 도 및 특별시인민위원회 보건부장이 매년 2회 이내로 시험

은 구두시험으로 실시한다. 반면, 남한은 연 1회 전국 간호대 졸업생이 일

시에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거쳐 면허증이 발급된다. 조산원

의 경우, 북한은 간호사와는 별도의 단독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어 간호

사 면허소지자만이 조산사가 될 수 있는 남한과는 다르다. 남한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1년 과정의 조산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조산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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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북한의 중등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구 분 교 육 과 정

약제사
약제사 의학대학(평양, 함흥) 약학부, 5년 교육과정 

고려약제사 함흥 및 사리원의 고려약학대학 

간호원
 간호원 시․도의 3년제 보건간부학교 간호과

 간호보조원 1년제 간호학교 및 간호원 양성소

조산원 시․도 2년제 보건간부학교 조산과

조제원 시․도 2년제 보건간부학교 조제과

  다.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차진

료기관인 ‘진료소(리․동 설치)’ 또는 ‘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료후

송증'을 발급받은 환자만이 2차진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도 치료가 안될 경우, 3차진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차진료기관인 평양의학대학병원이

나 전문병원은 3차진료기관에서 후송된 환자나 평양에 거주하는 환자 또

는 당 간부(‘진료과’라고 표시)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한다. 의료서비

스 전달 단계별 의료시설 규모와 진료과는 〔그림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과 인구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북한에는 전 주민이 일생 동안 호담당의사로부터 일차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즉, 모든 가정에 호담당의사를 배치하

여 ‘의사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군 병원 또는 구역병원, 리 인

민병원 및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호담당 의사가 오전에 주로 내원환자

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담당가구(1인당 평균 130～140가구)와 지역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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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 및 학교(담당의)를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상담, 위생선전‧위생개조‧소
독‧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진단서 발급과 환자 발생시 전문분야 의

사에게 의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호담당의사 수는 총 

44,71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WHO, 2006), 

한편, 이와는 별도로 최우선 관리질환인 결핵과 간염 치료를 위해 진료 

및 요양․격리시설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결핵의 경우, 병원급의 결핵예방병원이 13개소(평양, 2개 

직할시, 9개 도, 평북 선천군), 시․군지역에는 63개의 결핵요양소가 설치

되어 있다. 결핵요양소는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50～250명

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리․동 진료소 또는 리병원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진 후 2차시

설인 결핵요양소로 의뢰되며, 이 중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나 고도의 기

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확진을 받아야 할 환자는 다시 시․도의 결핵예방병

원 또는 중앙결핵병원으로 의뢰된다. 

간염환자 진료체계는 결핵과 동일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비하고 있지

만 4차 의료시설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에는 전국에 걸쳐 결핵과 간염을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이들 질환의 심각성과 함

께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당국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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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일반병원 특수병원

중앙(평양)
 <4차>

평양 의과학병원
조선적십자병원

중앙결핵병원
기타 특수병원

도(직할시)
<3차>

도 중앙병원
의대 부속병원

결핵예방병원
간염병원

시(구)군
 <2차>

시‧군 병원
결핵요양소
간염요양소

리‧동
<1차>

공장 병‧의원
<산업지역>

리‧동 진료소
리 인민 병원
<농촌지역>

    자료: UNICEF/AIHD(1993). 3rd Annual UNICEF/AIHD Study Seminar, Thailand. 

단계 의료기관 진료과 및 의사 병상규모 역할

4차/
특 수 
진료

평양의과학 병원
▪특권층 진료
▪도 인민병원  
  의뢰환자 진료

3차
  도 인민병원
  도 의학대학병원

모든 진료과목
200명

 800-1,200  
 병상

중환자 및 의뢰환자

2차
  시 인민병원 120명 시 당 1-3개

  군 인민병원
10여개 진료과
50명

 1 0 0 - 2 0 0  
 병상

1차

도시 종합진료소
내과, 외과, 소
아과, 고려의과, 
산부인과 등 
5-10명

 5-20 병상
2-3개 동진료소를 
통합하여 설치

농촌
리 인민병원

리 진료소 1-2명

산업장 
협동
농장
부락

산업병원 1-3명  1-2 병상 대규모 산업장

산업진료소 최대 4개과 10 병상 이상 소규모 산업장

구급소 4명 탄광 및 광산 등

〈표 3-4〉 북한의 의료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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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의료서비스 관리  

  의료서비스 관리 가운데 전염병은 북한당국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한 상태이어서 남북한간 가장 큰 건강 격차의 주범이다. 

북한은 남한과 같이 전염성질환 관리 및 방역 활동에 대한  ‘전염병예

방법’이 존치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표 3-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

염병의 급, 만성에 따라 4개 군과 지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감시, 관리하

고 있다. 이들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발생 신

고와 의무, 예방접종실시, 방역사업 등의 규정을 두어 발생과 유행을 방

지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에도 남한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4개 군으로 

법정 전염병을 지정, 분류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적 관리와 신고‧보
고체계 〔그림 3-3〕 와는 달리 미분화되어 있다. 

남북간 상이한 전염병 발생상황을 감안할 때, 남한의 일방적 관리체계만

으로는 북한의 전염병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결핵과 말

라리아가 해당된다. 남한에서는 결핵과 말라리아를 제 3군 전염병에 포함

하여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

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는 최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전염병이어서 감염 및 확산 방지 등의 통

제정책이 중점 보건의료정책인 바, 남한 수준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관리해

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디

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등은 국

가 예방접종사업대상 전염병으로 남한에서는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제기구의 예방접종사업(Expe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EPI)의 확대로 제2군 전염병에 대한 유아 예방접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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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높다. 그러나 B 형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콜드체

인시스템의 미비로 여전히 이들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되어  생명을 앗아가

고 있으므로 북한에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이다.

한편, 남한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 

대장균 감염증 등을 제1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질환은 전염

성이 강하고 급속하게 확산되어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커서 발생즉

시 환자격리가 필요하고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군이다. 따라서 남북 공히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질환이다.  

〈표 3-5〉 남한의 법정 전염병 종류 및 대응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

특성 발생 즉시 격리 
필요
(6종)

예방 접종 대상
(10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
보
(18종)

방역대책 긴급수
립
(19종)

유행여부 조
사, 감시
(29종)

질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
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
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
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
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
리오패혈증 ․발진티
푸스 ․발진열 ․쯔쯔
가무시증 ․렙토스피
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활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
아증 ․바베시아증 ․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보툴
리누스중독증 
․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
․조류인프렌자
 인체감염증
․신종전염병증후군 

등

․C형 간염 
등

 (A형 간염)

신고
주기

즉시 즉시 즉시
(7일 이내)

즉시 7일 이내

주: 2010년 12월 30일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법적 용
어를 ‘감염병’으로 바꾸고,   A형간염을 1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3군 전
염병 신고주기를 ‘7일 이내’에서 ‘즉시’ 신고로 변경함.  

자료: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 법정전염병진단‧신고기준, 2009.



주민
건강 
및
위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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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남한의 법정 전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3. 남북 주민의 건강수준 및 북한 보건문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틀은 국가 '평균적 건강수준'과 어린이 

생존에서의 평등 등 '건강수준의 형평적 분포'이다(WHO, 2000; Hurst J. 

and Jee-Hughes M.,2001).

북한주민의 건강수준과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 북한 

보건성은 결핵‧말라리아‧HIV/AIDS 등 감염병 관리를 최우선 순위 과제

로 선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간염, 장관계 감염 질환, 기생충’, 세 번째는 

‘구강 질환 및 암 등 비감염성 질환’, 네 번째가 ‘금연 사업’, 다섯 번째는 

‘예방 접종을 포함한 모자 보건’이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난 2008년까

지는 ‘감염성 질환(결핵, 말라리아, HIV/AIDS)의 감시 체계 및 예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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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임상 검사 기능 복구’를 최우선 분야로 제시하며 북한 보건당국과 일

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와 더불어 질병 예방과 임상 기

능 복구 등의 인프라에 대한 복구도 강조한 바 있다. 두 번째 우선 순위 분

야로는 ‘예방 접종’, 세 번째는 ‘근거에 입각한 보건 정책 및 보건 서비스 

증진’으로 지역사회 진단 및 ‘보건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Evidence-based)’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이 때의 ‘보건 과

학적 접근’이란 표준 임상 지침, 합당한 약품 사용, 그리고 전통의학의 과

학화이다.  이들 우선순위 보건 문제들은 북한 스스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어서  단순 대북 지원보다는 개발 및 복구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당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선순위 보건의료분야를 제시하 다. 〈표 3-6〉에서 우선순위 과

제를 살펴보면, ‘단순 지원에 의한 서비스 공급 체계’가 아닌 ‘정책 및 계

획 수립 역량 개발과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향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 다. 두 번째 우선순위 사업은 UN이 2015년까지 달성해

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 가운데 달성도가 부진한 ‘모자보건 강화’

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염성 질환 관리’와 ‘비감염성 질환 관리’ 순이

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건강을 결정하는 가뭄, 홍수 및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요인 해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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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북한의 우선 순위 보건 의료 분야

우선순위 세계보건기구(2009~2013)

1위

서비스 제공 개선, 
정책 및 계획 수립 역량 개발, 
발전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의약품, 백신, 의료 용품 현지 생산 등

2위
모성 및 아동 보건 개선
- MDG4,MDG5 달성

3위
감염성 질환
-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예방 접종, 기생충, 신종 질환 등

4위
비감염성 질환 
- 암, 뇌·심혈관계 질환, 흡연

5위
건강 결정 환경적 요인 해결
- 홍수·가뭄, 수질, 기후 변화, 보건 향 등

자료:  WHO(2009).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9－2013: DPRK.

  가. 남북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북한 전체 인구는 총 24,180천 명(2010년 기준)이며, 합계 출산율

(TFR)은 1.9이다. 이 출산수준은 일정 대상집단의 인구규모를 현상 유지

하는 인구대체수준(TFR 2.1)(www.unece.org)보다 낮아 남한과 같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9%이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인

구 구조의 고령화를 앞당겨 향후 사회 복지 비용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

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08년 북한이 15년 만에 실시한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69.3세(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남한의 

1985년도 수준이다. 남한의 평균 기대 수명 81세(80.1세, 남자 76.5세, 

여자 83.3세)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낮다(통계청, 2012). 통일 직전 동독

은 서독보다 기대 수명이 약 3년 정도 낮아 통일 직후 서독이 17년 간 동

독에 약 1조 유로의 의료 및 사회 복지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200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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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야 비로소 동서독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2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남북 간 평균 수명의 격차는 통일 전 동서독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할 수 있어 통일비용의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WHO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북한 주민의 평균 건강수명이 59

세인 반면, 남한은 71세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남북 간 평균 기대 수

명은 물론 건강수명도 10년 이상의 격차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나. 남북 주민의 주요 사망원인

북한 주민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며,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5명으로 남한(16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반면, 암 사망률은 연령 표준화 시 인구 10만명 당 95명으로 

남한(161명)의 60% 수준이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암

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북한은 임상검진 기

술 및 시설 미비로 암 검진자 비율이 낮아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5).  

2008년 남북주민의 사망원인을 전염성질환·기생충 질환, 비전염성 질

환, 모성·주산기· 양문제, 상해로 대별하여 각각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북한은 전체 사망자의 24.7%가 전염성질환·기생충질환인 반면, 남한은 

5.3%에 불과하여 북한의 경우, 이들 질환 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전염성질환·기생충질환 중 36%가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모성·주산기· 양문제로 인한 사망은 북한의 경우 전체사인의 4.6%인 반

면, 남한은 0.7%이어서 북한의 모성 및 유아 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25) 1990년 구동독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서독 
79.3세)로 서독보다 3년가량 낮았으나 2007년 동독이 6년 높아져 남성 75.8세(서독 
77.5세), 여성 82.3세(서독과 동일)로 동서독 지역의 평균 수명이 비슷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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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과 같은 사인구조의 차이를 통해 통일이후 남과 북의 보건의료정

책의 우선순위는 상당기간 동안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WHO, 2011). 

〈표 3-7〉 남북 보건의료 역학적 지표 및 격차

지표 
북한

남 한
인구 센서스 국제 기구

사망(명)

모성 사망비
(출생 10만 명당)

77.2(’08) 250(’08) 9.9(’11)

아 사망률
(출생 1천 명당)

19.2(’08) 26(’09) 2.9(’1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출생 1천 명당)
26.7(’08) 33(’09) 5(’09)

신생아 사망률
(출생 1천 명당)

19.9(’08) 18(’09) 2(’09)

심혈관 질환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345 168

암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95(’04) 95(’04) 161(’04)

결핵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344(’10) 97(’10)
 유병률 - 399(’10) 151(’10)
 사망률 - 23(’10) 5.4(’10)

유병률
당뇨(%)

(20~79세)
- 5.3(’09) 7.9(’09)

출산
합계 출산율(TFR) 1.9(’09) 1.9(’09) 1.3(’12)

저체중 출생아 비율(%) - 5.7(’09) 4.94(’09)

유아 
예방 접종률 (%)

홍역 - 98(’09) 96(’09)
DPT(3회) - 93(’09) 97(’09)

신생아 파상풍 - 91(’09) -

 자료: 1) 북한중앙통계국, ｢2008 북한 인구 조사 보고서｣, 2009.
         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2011.
         3)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2010.
        4)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7.
        5) 통계청, ｢2009-2011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 2012.
        6) WHO,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7)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8)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09｣
        9) OECD, ｢Health at a Glance-Asia, 2011｣.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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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북 모성 및 영아사망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모성 및 아 사망 

수준이다.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출생 10만 명

당 77.2명으로 15년 전인 1993년(54명)보다 악화되었다. 이는 남한

(2011년 출생 10만 명당 9.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보고한 같

은 해(2008년)의 자료에서는 출생 10만 명당 250명이었다. 또한 유엔인

구기금(UNFPA)의 2009년 자료에서도 출생 10만 명당 370명으로 제시

하여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77.2명)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원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센서스와는 달리 국제기구의 경우, 조사

대상이 일부 표본지역이어서 지역 간 격차로 초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또 한편으로는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모성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신 중 의료적 관리가 중

요하다. 임신 중 산전 진찰을 4회 이상 받은 경우가 93.5%에 달했는데, 

의사에 의한 산전 진찰은 71%이었다. 분만 개조자의 경우는 63.4%가 의

사, 36.6%는 간호사 또는 산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높은 의

료이용과 의료인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모성 사망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해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더

욱이 사망 원인의 30%는 산후 출혈이어서 고위험 산모 이송체계가 붕괴

됐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3-4〕). 2012년 UNICEF 자료에 따르면 북

한 여성의 31.2%는 빈혈로 판명되어 임산부의 건강상태 역시 매우 취약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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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북한의 모성 사망 원인

                    

 자료: UNICEF(2009). Country Profile-DPRK.

  아동 사망률은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이며, 동시에 한 나라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북한의 1세미만의 아 사망률은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

하면 출생 1천 명당 19.3명이었다. 15년 전인 1993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의 수치(14.1명)보다 오히려 높아져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이 악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년 뒤인 2011년 유엔은 북한 아 사망률을 출생 

1천 명당 26명으로 추정하여 이는 남한(2011년 출생 1천 명당 2.9)보다 

9배 높은 수준이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출생 1천 명당 33명이며(UN, 2012),  아동사

망원인은 신생아기 원인 50%, 설사증 13%, 폐렴 17%, 상해 2%이었다

(WHO, 2010). 사인의 13%를 차지하는 설사증(2주 동안) 경험 아동 비

율이 14%(UNICEF, 2009)이어서 열악한 식수 공급과 불량한 환경 위생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북한 내 가정 상수도 공급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보고되지만(북한 통계국, 2009), 안전한 식수 공급에 필요한 정수 시스템

의 미비와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원 노출이 설사증 만연의 원인

이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세미만 아동의 28.7%는 빈혈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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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양상태를 알 수 있다. 

  반면, 남한의 아사망의 주요원인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54.0%)와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9.5%)이다. 

  라. 전염성 질환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 당 345명(2011년)에 사망률은 23명으로 남한보다 약 4배 

높다(남한 각 97명, 5.4명)(WHO, 2012). 결핵환자 중 1/3은 감염성 있

는 환자로 추산되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중 동티모르, 캄보디아, 버마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WHO, 2013).

 사망률이 2007년(인구 10만 명당 25명)보다 약간 감소하며 2010년 

북한의 결핵 치료 성공률이 90% 치료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핵 관리 과정에서 북한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 약품에 내성을 보이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WHO는 전문적인 결핵 환자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신규 발생 환자 중 

2.2%, 재치료 환자 중 14.7%가 다제내성 결핵(Multi-drug 

Resistant-TB)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

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는 2000년 이후 급속히 감소되어 2006

년 9,353명(WHO, 2006)이었지만 2008년 17,000명, 2009년 15,000

명으로 다시 증가되고 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남한 내 말라리아 환

자 발생 수 역시 2008년에 1,017명, 2009년 1,345명, 2010년 1,772명

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는 대부분 남북 접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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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성, 장평, 토산)에서 발생되고 있어 남한의 휴전선 인근 지역의 말라

리아 발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부

터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 예방 치료 약품, 검사용 기자제, 모기장, 살충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말라리아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 방역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접

경 지역의 주민들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며 발생건수가 다시 증

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향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북한은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남한보다 

10여년 이상 낮고, 주요 질병의 발생 및 사망 등 역학적 지표에서도 질병

부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남북 사인구조의 차이를 통해 

남과 북의 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당기간 동안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경제 악화와 에너지난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이후 아직도 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통합과정에서 남북 보건의료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북

한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다.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초기에는 어느 쪽의 일방적 통폐합이 

아닌 북한 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건강보호를 우선시 하여 남북 주민간의 

이질감이나 분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시 핵심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통합 전 한시적인 ‘위기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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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두되, 이 기간 중에 사회적 혼란과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가 파생되

지 않도록 이 기간을 장기화 하지 않도록 한다. ‘위기관리’ 이후 보건의료

체계 통합을 위한  ‘조정과 합의 ’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 역시 장

기화되면 통합 추진을 저해하는 부작용 요인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관리’ 및 ‘조정과 합의’를 위한 적정기간은 통일이 어느 정도 급진적

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위기관리’ 기간은 보다 더 길어야 할 것이나 1년 이상 지속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통합은 단순히 통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전인 

현 분단 상태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통합을 염두하여 대북 지

원이 이루어지고, 이의 연장선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여 접근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

한 기본적인 틀을 통일 이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사망원인 중 전염성질환이나 기생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의 1/4을 차지하 고 이들 중 1/3이 결핵으

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 문제와 함께 북한에는 결핵관리를 위한 별도 보

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한보다 

취약한 북한의 결핵 대처수준과 남한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결핵 서비

스 전달체계에 대해 통일이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대북 지

원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상태

인 대북지원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정의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대

한 전략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 개성공단 지역에서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남과 북이 동반 협력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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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개성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마련, 교류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

다 조기에 남북 보건의료 통합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남북 상이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상대적 불이익이나 의료이용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

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남북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

화와 미래 통일세대의 인적 자질 향상을 위해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은 현 분단 상황과 통일이후로 구분하여 통합 과제를 도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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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

⧠ M

통일에 관련된 많은 통일 정책이 있지만 사실 지금 5.24조치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대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

가 교류 협력이 통일과 어떻게 연계되어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데 스스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라

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좋아지다가 다시 경직되어서 사실 앞

을 못 내어다보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

고 있습니다. 

왜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흐름을 보았는데요. 남북 

비교입니다. 인구는 아시지만 남한이 2배 정도,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북

한이 지금 20대 연령층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령층이 과거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90년도에 홍수와 가뭄 때문에 

잘 못 먹고 아사자가 많았다는 어린이들 취약계층 그 연령층들이 많이 사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의해서 23년 정도 되지요,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연령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측은 저 출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북한도 10년 전 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는 

이제 기대수명하고 평균 수명인데요. WTO기준으로 건강수명이 59세입

니다. 60세가 되면 생산성을 발휘 할 수 없고 부양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생산 연령층이 굉장히 작다는 것과 살아 있어도 취약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통일 세대 앞에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

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연령 부담이, 

그래서 앞으로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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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격차는 제일 심각한 것이 결핵이죠.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접촉

하면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여성 사망 시 아사망은 지표인지 

그 지표가 남한의 5배정도 뛰고 있다는 심각한데 암 사망 진단을 하지 못

해서 그렇지 암환자가 적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은 짜고 혈압관

리가 안 되서, 말라리아는 DMZ에서 그동안 70년대 우리나라에 없었던 

말라리아가 남북 교류가 일어난 93년부터, 말라리아는 계속 감소되고 있

긴 하지만 역시 북한은 남한과의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전 유엔이 180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인간 개발을 위

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진단 말라리아나 결핵 계층 8번째는 저런 그 환경입니다. 북한의 어린이

들이 주로 보건이라고 하는 환경문제와 굉장히 접하게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양이 식수라든가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린이 등이 혈서증이 발생되고 혈서증에 의해서 다시 탈수가 되고 아무

리 먹어도 설사가 되기 때문에 면역이 악화되고 호흡기 질환이 되어 혈서

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북한의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주간 

혈서한 애들이 14퍼센트입니다. 5명 중 1명은 혈서증을 경험할 정도로 

북한의 식수, 환경위생, 화장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표입니다. 자

연재해도 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북한은 전력난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2011년도에 나사(NASA)가 미국의 연구소에서 

했던 연구 중에,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를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 북한은 무상치료제입니다. 북한은 아시겠지만 

무상치료제입니다. 남한은 사회보험 방식과 공공부조입니다. 관리운 체

계는 일원적 체계 북한은 월급의 1퍼센트를 사회보장비로 되어있지만 남

한은 보험료 더하기 일부 국가재정, 본인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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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 부분이 키(key)입니다. 재원 조달이 북한에서 월급에서 국가와 조

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보험료 본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무상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결국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업자가 아니어야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북한과 민간 

주도의 남한의 보건의료체계가 맞닥뜨렸을 때 과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제도는 당연히 봉급제에 해당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의료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담당 구역제가 있습니

다. 지금 얘기하면 약간 주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에 

150~170가구의 호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호담당 의사가 그 지역을 관할

하면서 그 지역의 예방보건, 예방접종, 전염병 발생하는 것을 즉시 발견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의학이 취약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담당 호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의사

를 가지게 되고 또한 무의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무의면과 무

의 리가 발생되면서 결국에 북한이 앞서는 의료체계를 갖게 되는 그런 형

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는 의료 인력이 없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 하다보

니까 준의사 제도를 마련해서 3년제 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의사 이름

은 사실 준의사가 아니라 조의사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100퍼센트의 우

리 보건사회하신 분들이 준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 용어는 조의사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요. 고려의학에 관해서 동의학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려의학을 바꿔서 

침에 의해서 당뇨를 교정하고 고혈압을 관리하고 마취를 한의학을 통해

서 하게 됩니다. 고려담당 체계가 굉장히 확고하게 돼있어서 1차는 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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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를 통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무

상인가 계속 북한에게 요구하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무상인 것을 보여주겠

다, 해서 우리한테 다 달라고 했습니다. 무상하고 받는 혜택입니다. 가장 

비싼 것을 보면 응급처치가 가장 비싸다는 것을 나오고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오면 무상치료가 도대체 어

느 정도 무상치료인가 했더니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획일화되도록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 놓고 병원에 가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지금 말씀드린 데로 4차에 해당되는데 평양의대입니

다. 특수병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통합했을 때 문제인데 북한의 

결핵이 앞으로 신경 쓰이는데 결핵하고 간염은 별도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전달체계가 없는데 간염과 결핵이 있다는 것

이 특징적이고 산업지역에 공장 병·의원이 있고 바다의 어부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리·동 진료소 150가구 ~ 170가구가 있기 때문

에 약 5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평양 보호진료소이기 때문

에 해방로가 있고 그래서 평양의 보호진료소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건물 속에 조그마한 오피스 같이 의사 한명과 간호

사, 조선사 한두 명과 같이 있고 매일 마을 순방을 합니다. 순방하니까 그 

지역에 위생, 환절, 홍보, 계몽 그리고 오염수가 있는지 방역 잘 되고 있

는지 보고 있습니다. 시 군 지역에는 구역병원 우리로 이야기 하자면 행

정 시 지역 272개의 시·군이 있는 것처럼 시에도 병원이 있고 구역 병원

이 있습니다. 도에는 각 시·도에 도 지방병원이 있고 북한이 13개의 국가 

해놓았는데 조선국가병원, 연구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급센터 있고. 

평양에도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가면 산부인과가 여성건

강전투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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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저기 잠깐만 도 직할시와 중앙병원 하고의 격차는 어느 정도에요?

⧠ M

평양의대 하나밖에 없는데요. 평양의대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그 병원

도  다채적으로 각각 병동별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개성공단을 가보면 같고요. 개성은 직할시

이거든요. 시군 병원은 구역병상 30병상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름 종합병

원 성격인데 리·도 진료소는 오피스 같은 성격.

 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목소리가 큰 의사 인력이죠. 북한의 의사하

고 조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사, 위생의사. 평양에 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평양의 인력이라고 하면 보건인력은 제일 먼저 스튜어

디스를 뽑고 딱 들어가면 위생의사가 가운 입고 둘러봅니다. 눈이 빨갛게 

되면 체온 한 번 재보고 그런 것이 위생의사 성격이고요. 고려의사가 6년

제가 있고요, 조의사는 3년제입니다. 의사는 6년제 인데 사실 어떤 때는 

7년제 어떤 때는 5년제 6개월의 여러 가지 경우가 써져있습니다. 왜냐하

면 의료체제가 분배되면서 의료 자체보다는 임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입니다. 의사의 특징이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서 조의사라든가 간호사

가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서  야간에 다닙니다. 세 번인가 다니면서 시험

이 되고 의사가 되었을 때 자격을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북한에

서 6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5년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의

사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프로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출산

을 위해서 5년으로 줄여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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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려의사는 한의사를 일반 의사들은 양의사를 말하는 건가요?

⧠ M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업 교육과정은 같이 배웁니다. 같이 배운다는 

것이 실제 같이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목이 양학과 협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양의사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모든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초를 재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라오스 전부 

병원 옆에 약초밭을 만들어 스스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그 약초가지고 치

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사회주의 국가 다 잇더라고요. 그런 시스

템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제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는데 이 간호원은 3년제 간호과가 있고 최

근에는 교원 내에서 를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가 별도로 있어서 우리나

라에서 간호사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인력 수는 어쨌든 너무나 많기 때문

에 우리나라 질로 따지면 굉장히 낮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졸업과 

동시에, 우리는 면허시험이 있지만 의사가 자격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문의라는 특별제도는 없고 인간생산성이라든가 아동

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부인과하고 외과, 외과도 굉

장히 전문 과정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처음 6급을 받

아서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1급 이상 대단히 드물고 연세가 6급에서 

되려면 20년 있어야 되니까 50살 을 알 수 있습니다. 

 인력은 양적으로 많지만  의료기관은 굉장히 있고 특수병원, 종합병원

이 있고 군인병원이 따로 있고요. 군인병원 외과 우리나라는 군인병원이 

있지만 아플 때하는 국군병원이지 외과를 양성하는 그리고 특별히 병원

이라든가 외교관들 다니는 병원 그리고 진료소라고  그래서 등치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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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평양 의과학 의대라고 하지 않고 의과학 병원, 대학이라고 평

양의 의과대학 이쪽이 우리나라가 지어준  어린이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평양입니다. 1980년대 김정숙, 김정일 엄마죠. 아이를 낳다 사

망해서 평양은 80년대 지었습니다. 이 병원이 13층 되어 있는데요. 굉장

히 그 건 물 크기라든가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당시에 80년대 엄마의 화상

으로 산모와 통화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이 치과 들어가 있고 모든 산모들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게 되면 지금도 헬기로 여기에 와서  합니다. 다

만 해가지고 80년대  병상이 크다는 것이 명이 13층 분만 때문에 초산은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역병원 어느 정도 규모라고 시군 병원이고 구역병원입니다. 이게 더 

크죠 병원은 큰데 병원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의

료기자가 들어가기 작아요. 북한도 약국이 있습니다. 외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 부분하고 자료를 보시면  북한에서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문에 전부다 문이 작고 창문이 작고 성격을 띠고 있고 평양

이 아니라 평양 외곽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통합을 준비할 것인가. 구호

적으로 지원할 것을 개발하고 복구하고  해야되는데 더더욱 통합하기 위

해서 북한의 건강보험하고 일단 긴급구호 통해서 탈북 남하를 막아야할 

것이고 1차적으로는 건강보험, 2차는 의료부조라든가 취약계층 북한이 

취약계층이 확실히 많아서 건강보험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공부조 

쪽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는 것인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바로 보건 시스템 강화

인데 서비스 제공을 개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약은 있지만 배달

할 수 없고 약은 있지만 진단을 못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스스로 모성과 

아동보건 세계보건기구가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다 있습니다. 건

강 무엇보다도 홍수, 가뭄 라든가 기후, 수질 문제 남한을 보시면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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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이죠. 형평성 문제  예방보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호담

당 의사가 예방학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려인 만성질환으로 재원이 고

갈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이 우리 핵심 문제인데 우리의 북한

과 합쳤을 때 과연 어떤 형식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가, 일 단계에서는 일단 건강 보호막을 위해 

탈북하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을 이동하지 않도록 이동하게 되면 전염병

이 전파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 

또는 안전 문제, 약탈이라든가 또는 서로의 형평성이라든가 상대적 박탈

감, 상대에 대한 멸시, 열등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

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남한의 문화전파가  서서히 접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 기본적으로는  특히 북한의 강점인 고려의학과 약초 또한 북

한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담당 의사 그런 부분, 북한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붕괴  체제를 점검한  그 부분이 방역입니다. 

방역에 대한 부분은 살충제라든지 방역 기구, 방역차량 

 두 번째는 서로 법적인 것은 대부분의 북한의 법은 남과 북이 교류가 

있었던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입니다. 북한이 개방하면

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결국 남한을 많이 모방해서 과거에는 인민보건법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의료법, 식품위생법, 전염병 등입니다. 법을 많

이 만드는데 이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 환질쪽 제가 계셔서 의

료보험 북한 북한도 산재 쪽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 남쪽 보다는 훨씬 

더 복지스러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로도 마찬가지고요. 55세 연금 

수령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63세로 계속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는 인력,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 인력이죠. 의료 인력에 대한 

라든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 강화 일단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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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니다. 이 준비는 지금의 준비부터 할 수 있는 준비이고 남북이 통합

이 필요한 위기관리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기관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보

다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실체 조사가 필요로 하겠고요. 

남한 중심체제로 전환 있을 것이고 북한 장점이 이입하는  아니면 선진화

된  남한과 북한이 선진화 할 때 제 3안  지금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의료비 

증가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입하고 굉장히 첨단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을 과연 북한이 유입하게 되면 북한의 인구들을 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나가면  우리가 해야 할 토의해야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결국은 북한 거주지 보존 전염병이라든지  특히 감염병이  전파

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충실하게 해줘서 남북체계 저는 이 기간이 짧을수

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간이  달라지겠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통

합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호담당 의사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은  동 서독 경우를 보면 주로 동독은 서독으로 많

이 흡수되면서 동독의  지금 이야기 하면 북한의 시군구리 병원입니다. 

병원이 결국은 없어져가지고 서독도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우리

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고요. 통일 전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유일하게 남북 의료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니다. 지금 남북이 굉장히 되었어도  교류가 다시 재기를 했는데요. 바

로 이 부분에서 의료인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이질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

고 이를 위해서 남북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열석 뭔지 모르시죠? 혹시 아

세요?

⧠ E

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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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용어가 다른 것이  남북 경쟁력이 개성공단 컨테이너 뒤에 있으면서 남

쪽 33, 북쪽 33 제곱미터인데 가운데는 시설 같이 활용할 수 있다, 하겠

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어서 북한 개성공단에서 산부인과 여성 근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치과도 운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래서 남북 의료정치  아마 통일 인구자질 형성과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M

북한 어린이들을 조사할 때 애들을 양실조를 볼 때 틀에다가 껴가지

고 길이를 재가지고 몸무게, 나이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

제기구에서 만든  엄마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Q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남북한의 인구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북한은 젊은 인구가 많지 않겠느냐’ 보니까 

20대 젊은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남북한이  소위 그 생산가능인구의 증

가를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출산률

이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노동인력 이런 것은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은 

주요시설은 의료시설은 평양 쪽에 쏠림현상이라 지방에는 형식적이겠죠? 

⧠ M

시설자체가 70년대 80년대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료기기를 지원

을 해도 입구가 작아서 입구를 부셔야 되고요. 또 지붕자체가 물이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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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안 되고 또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입원환자가 

없고, 입원환자들이 오면 이불 다 들고 와야 되는데 와도 결국엔 약도 자

기가 사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밥도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결과

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시설자체가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

렵고 시설이 있어도 일단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더러워서 더러운 물

가지고 씻길 수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되어있는 것이 심각해서 건물 자체를 재 복구하기 보다는 이 자체가 건물

이 대부분 보면 돌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짓

는 것이 아니라 돌이고 대리석이라 건물 자체는  그 틀은 나두고 아마 지

으면서 해야기본 일단 그것부터 지어야 되죠. 창문이라든가 틀이라든가 

⧠ B

그런데 보통 이노베이션 하는 것 보다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게 항상 비

용이 싸거든요.

⧠ M

지금 평양도 대동강 보시면 틀은 나둡니다. 틀이 워낙 튼튼하고 돌로  

부시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건물 토대는 나두고 거기서 다시 리모델링 비

슷하게 다시 하는 세계라이언스하고 국제라이언스, 국내라이언스해서 라

이언스 클럽이  실명 때문에 안과병원 지었습니다. 북한에는 전문병원이 

많습니다. 각 전문병원인데 안과병원 짓는 것은 기존의 안과병원이 없었

기 때문에 새로 지었지만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  해서 워낙 축

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문제는 그 시설을 민 화시켰을 때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그것을 할 것

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도 가면 원장이 있습니다. 그 원장이 원장마



제3장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과 통합 방향 101

다 각각 서로 경쟁을 한다. 지원을 많이 받으면  10퍼센트 상납 본인이 받

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그래서 원장 간에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

일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겠죠. 중국이 에서 바뀌면서 어떤 형태를 

했는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를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병원을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공공병원이거든요. 이 나라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부분입니다. 시도 병원하고  도립병원이 때문에 충남대 병원 전북

대 있는 것처럼 북한도 함경남도  시군구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과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의료전달체계가 남쪽에는 없는데 구역만 우리

가 진료권에 되어 있어서 바로 종합병원가면 의사가 없으면 건강보험료

를 100% 급여에 동의하도록 하는 게 과연 북한은 무상치료제에서 어떻

게 할 것인가 건강보험료를 받으려면 북한에게 직업이 있어야 받아낼 수 

없는데 아무 수입도 없는 사람에게 받을 것인가 그러면 전부 북한은 의료

급여대상자인 거죠. 그런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

⧠ B

북한의 실업률은 어떻게

⧠ M

공식적인 실업률은 없습니다. 

⧠ P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중앙집권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없다

고 봐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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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도 가질 수 없고 보람도 가질 수 없고 나가봤자 생산품이 없으니까 다

시 돌아오는 월급도 없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 안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

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다른 일을 하겠죠. 개인적

으로. 어느 부분에 한해서  북한에서는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체제가 지금 

문란해지고 망가져 있어 통제할 수가 없고 대신 당신이 직장에 나와야 되

는 시간에 나오지 못 하는 대신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공장이 필요한 것 외화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그렇게 배치 

⧠ B 

그거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 P 

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 M 

일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경찰, 군 간부 그리고 북한의 정치인들, 군

대에서 교육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분들이  노동자는 농장에서

⧠ P 

  하게 되면 다 같이 하되 없으면 다 같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업이라고 봐야할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 M 

그리고 협동농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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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공식적인 실업자는 없었죠. 그런데 노동자 형태가 생산 근로자가 생산 

형태로 직장에  걸어 놓고 직업은 있되 생존 때문에 시장이나 각자 자생

적인 생존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 일부를 공장기업소에 월마다 

내는 그것을 8.3노동절이라고 그러거든요. 8.3노동절은

⧠ B

 무슨 뜻이에요 8.3노동절은

⧠ J 

8.3이라는 것은 80년대에 김일성이 공장기업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가정 주는 주부들이 소비품을 만들어서 북한의 산업기관인 상점 말고 직

매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에서 매매가 되는데 거기서 팔아서 

생계에 보태라고 그래서 그것을 8.3인민소비품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8.3을 따왔고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이고   8.3노동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계형 근로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기업소 가동률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일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공

장현장 가동률이 20퍼센트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0퍼센트는 다 가동한

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게 조금 픽업이 되어서 한 30퍼센트 40퍼센

트는 가동되지 않을까, 주관적인 예측 수준입니다.

⧠ Q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면 에너지가 중요할 텐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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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들어오는 원유는 훨씬 줄었거든요, 통계에서 보면. 그러면 가동률이 

원유를 쓰지 않는 노동집약산업 쪽에 공장시설에 이런 것이 힘들지 않을

까요, 생각이 들고.

⧠ B 

그러면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

는 가능성이 군부대의 의료시스템, 이런 것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런 생각이 드는데

⧠ P 

일반병원보다는 조금 낫겠죠.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많이 

열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 F 

탈북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군대의사의 수준을 굉장히 나쁘

게 보더라고요. 군에 있는 의료는 옛날의 북한도 자기 자식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무슨 일을 써서라도 빼온대요. 

⧠ F 

북한의료에서 군에 대한 신뢰 군 의료에 대한 신뢰는 낮다는 것인데, 

놀란 것이 병원을 다니는데 돈을 받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더

라고요. 그러면서 왜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직업을 안가지면 교화소로 가

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을 나가는 우리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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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집에서 돈을 타다가 병원에다 바쳐야 

되니까 벌어지는 자기들만의 돈을 버는 노하우가 안에서 있더라고요. 하

여튼 자료로 보는 것 말고 실제는 너무 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는 생각을 탈북의사들 자꾸 만나서 들은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장사를 하는데 같은 예요.

 보위부라고 하나 보위부에 다니면 병원에 다니는 의사들은 인맥이 넓

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한데요. 자기한테 만들

어가지고 병원에 갖다놓고 자기 환자 거기에서 사게 하고 그렇다고 하는

데 어쨌든 아는 것하고 실제현장은 너무 다른데 탈북의사들이 굉장히 많

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저번에 가 많았거든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통일을 대비해서 여

러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비중을 놓고 볼 때 요즘 갑자기 의료에 대한 이

야기가 나오거든요. 통일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군사적인 문제, 의료

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의료에 대한 문제를 우리정부는 

어느 정도 비중을 높게 보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자료가 없고 그래서 우

리들끼리 논의하는 것인지 정부도 이것을 심각하게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통일의학센터 만들기는 했는데

⧠ M

통일의학센터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의사가 질이 낮은 의사가 양성될

까  하는 문제하고 의사하고 있을 때 과연 의사인가 하는 것인데 탈북의

사가 많다고 하는데 다 준의사들이 의사라고 하고 있고 의사가 아닌 의사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부한의사 선생님은 서경환 선생님이신데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의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저도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중국에 가서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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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탈북의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교화

소에 가서 도움 인데 저출산이 왜 2.9밖에 안되느냐 출산률이 사실 임신

을 양상태 낮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임신하게 되면 다 먹고 살기 힘드

니까 이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돈을 줘야지만 아이들을 의사를 시킬 수 

있어서 병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돈으로 결국 하는 것이고 피임도 

돈으로 하게 되고 일부 번만큼 세금 내야 병원 의사 돈을 내고 자기가 갖

게 되고 이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고

⧠ P 

보건의료의 중국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올해 5월 여성유아정책 연구원에서 정책에 반 을 해야 된다면

서 북한 여성, 유야 그런 사람들이 건강관리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비용 어떻게 확장을 약간 정책포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나서 보름 만에 바로 정책에 반 되었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

에. 그게 딱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것 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진행 그날 포럼을 할 때는 그래봤자 아닐까 조금 생

각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되는 사이, 바로 그게 어떤 쭉 나오더라고요.

⧠ F 

우리 정부가 통일을 준비할 때 의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심각하게 생

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I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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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렇죠. 별로 심각하게 안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I 

보건·의료 관심도 없었습니다.

⧠ F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관심을 갖는게 

⧠ M 

그렇지가 않은 게 유일하게 남과 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보건·의

료라서 이명박 5년 동안 내내 유니세프와 WHO를 통해서 북한에 100억 

가까이를 지원했고 지금도 북한 지원하는 것이 보건·의료 쪽이고 

⧠ F 

그것은 인도적인 그런 것은 있는데 통일을 대비한

⧠ M 

통일한 대비한 인적자원 또 하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 B 

청와대 쪽에서도 MB 시절에 다른 것은 아니어도 의료 문제에 있어서

는 꽤 많은 신경을



108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F 

그런데 의외로 연구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 M 

그 부분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 때문

에 북한을 행동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자료도 사실 

⧠ B 

이 문제는 사실 공식화시킬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략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모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정부에서 민간인들 하고 모여서 이런 모임을 한다든 다른

⧠ M 

이것을 내세우면 북한의 간부들이 무엇을 해야 할 때 완전히 치부를 보

여주는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덮어두고 가는 것이죠.

⧠ R 

그러면 FAO나 에서 발표한 북한 지역에 취약계층 만 명 있다, 다 합치

면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M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니세프라는가 WHO 하는데 지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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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자료 가지고 전 지역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양강도가 함경남북

도가 굉장히 취약지역으로 나오는데 그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국제기구

의  있지 않습니까. 근거 사실 여기 자료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료가 북한을 대변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 보는데 350만이 맞아서 국정원에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데 문제는 35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뒤에서 6페이지 보면 양결핍 

급변 만성 나오죠. 이 자료가. 이게 바로 WHO와 FAO가 한 것입니다. 

⧠ R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서 북동부 취약계층이 82만 명 

정도 

⧠ R 

그게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연구에서 제일 취약한 부

분이 이 보건·의료, 주택. 저도 지금 보건·의료하고 주택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료가 사실 신빙성을 갖춘 통계자료를 얻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

를 들어 북한에다가 식량을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당시

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나둘 수는 없으니까. 취약

계층 선정하는데 그 통계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1인당 세계식량

기구에다가 신고하는 1인당 배급량은 다 틀려요. 2007년도에 했더라고

요. 150그람 작년에는 김일성 생일 때 100주년 기념회 때 400그람 배급

했고. 그러면 150그람에서 400그람 편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다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 식량을 지급하지 다주지 않을 거란 말

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계에서 권장하는 배급량이 573그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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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차단해서 얼마만큼 주겠다, 연구는 이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연구를 하지만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행정력이 

북한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을 해줘야한다, 뭘 

급한 것은 식량지원이고 결핵이나 말라리아 퇴치,  방치를 해야 되고 취

수 사업도 해야 되고 물 안전, 먹을 수 있는 물 해줘야하고 그러면  몇 명

한테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치가 신

뢰를 할 수 있느냐 벌써 보건·의료나 주택 이런 분야에서는 북한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싶지마는 과연 우리가 WHO나 WPP나 이런데서 제

공되는 자료 이상으로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는 것인가는

⧠ M 

그 자료가 가장 유일한 게 정말  그것도 지원한 지역에 한에 접근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식량의  다 샘플링이고 갑자기 FAO가 스

페셜 레포트 떠가지고 식량의 국제사회에다가 지원받기 위해 만든 자료

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가수가 있다, 국정원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국제기구가 가수가 더 높이, 열악하다고 그 

부분도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지역 특성이 다르다는 거 북동부하고 동

쪽하고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합동 농장에서 활동하는 가족, 

그 본인과 가족들은 식량생산이 좋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믿어야 하는 

분배를  공공시스템이 1등급이 있고 6등급이 있어요. 혹시 1등급은 배급

량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어요. 그 다음 2등급 등급에 따라서

 그 다르다는 것을 맞지 않다고 보시지 마시고 대상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 80% 이상이 북쪽지방의 함경남북도 

사람들이고 그 분들은 군인 규정에 따르는데 옥스팜이 미국에 가서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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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군병원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게 들어왔습니다. 군인들 

군인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외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앞

서고 있다. 왜냐하면 총상이라든가 입었을 때 한명이라도 먹여 살려야 평

양에는 군진계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13개 의과대학이고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이고 군진대학은 군내에서 키우는 순수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옥스팜은 컴퓨터시설, 전력·전등시설, 병원시설 이런 게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놀랐다. 군대 상상도  어쨌든 군대도 있고 거지도 있고 일회용 주

사기도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보건소 다른데 병원 가서 탈북자들

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비해서  모르겠지만 일반병원과 군

병원은 가 차이가 크다

⧠ Q 

지난 한달 반쯤 전에 채널A에서 북한의 의료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거

든요. 그때에는 탈북 미녀들이라고 보통 호칭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거짓말이 저건 평양에만 있는 것이다, 평양 밖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발제에도 쓰여 있지만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도 뺏어야 하고 그러기 때

문에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 여기서 나오는 것 하고 너무  아주 상세하게 

진행자가 얘기하거나 어느 학자가 나와서  그 부분 아까 F 교수님 말씀하

신 데로 실제와 여기 현실적인 시사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다면 남

북한 통합 때 제도가 같다면 제도에 익숙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노베이

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훨씬 낫지 않을까.

⧠ M 

그런데 두 체제가 만났을 때는 법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에 고민이 되

요. 되는데 실제 북한은 90년대에 급조해서 만든 많은 법들이 있어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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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민들이 연금이라든가 산재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그런데 두 체제가 

만나서 했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그

렇다고 해도 실제 법은 법대로 나가야 무상치료제  하도록 해야 사회주의

의 모든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무상치료이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고 해

서 그것은 비정당적 돌아가는 현재를 더 인정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심각한 너무나 제도가 완벽하고 복지가 

그 수준으로 가면 그 스칸디나비아 복지보다 더 잘 되어있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균형화 

⧠ R 

2008년도에 일본에 방문해서 000 원장님, 사모님을 만나려했다가 만

나지 못했어요. 관계자들하고 인텨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분들이 

한 얘기가 고이즈미하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일이 납치자

문제를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망명정부가 북한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 이야기가 저도 다른데 모르겠지만 김만유 병원에

는 자기네가 미샤레 병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 의료시설 간데요. 가서 교

육도 시키고 의약품도 다 제공 김만유 병원하면 사실 연세대 세브란스 만

들어 지기 전까지 동양에서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

원인데도 불구하고 86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었을 거예요. 그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의약품을 공급해 줬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식량난 생기면서 완

전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법규상으로는 무상의료 심지어 74년도에 세금

이 없어진 나라 다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했을 경우 보건·의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는 저는 북한제도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보

다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버리고 들어가는 것이 차후에 교통질서 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미샤리 병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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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했지만 자기네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 

90년대 못가지 않습니까.  하는 가 더 많았을 가동이 안 된다는 그렇게 제

도가 다르다 

⧠ M 

병원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느냐 

있느냐 같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동독이 이제 의사 때문에 동서독 동독 

의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동독이 유태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

엘에서 많이 흡수를 했어요. 동독의사들에게 교육시켰지만 동독주민도 

동독의사를 안가는 거예요. 동독시설 자체도 있지만 그걸 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서독의사가 동독에 가서 교육시키고 동독에서 하긴 했는데 문제

는 시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최종이용을 국민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

무리 건물을 지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 가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물을 무조건 없애고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용은 누가 남쪽

에서 댈 수는 없자나요. 독일이 통일세를 20년째 물고 또 물고 있는데 비

용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체제를

⧠ R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비용을 우리가 전액 다 할수는 그런데 향

후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대한민국 정부가 줘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나 필요하지만 식량지원도 있고 주택 의료·보건도 마

찬가지일 텐데 그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회에는 10만 명 정도의 재일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까지 귀국사

업, 구성사업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 총년 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 자기네들은 남북의 관계만 정상화 된다면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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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상공회 회장이었던 분을 만났는데 지금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

지 않고 있고 납치자 문제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자기

네들은 지원 한다는 거예요. 70년대 북한에서 애국공단 사업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총련 그 자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액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금액 공개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되기 때문에 

비 리에 암암리에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보건·의료에 따른 대한민국 모

든 지원할 수는 없지만 뽑아 낼 수 있는 재정, 북한에다가 이런 부분 얻어 

낼 수 있는 국제사회 어느 정도 받아야겠지만 제도권 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분명히 더 줄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련 사회에서도 북한의 양 쪽으로 쪽 타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 

분명히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건·의료

를 이야기 할 때 재정적 충당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필요

가. 전액 다 우리가 

⧠ M 

북한의  고려의사인 경우는 사실 보다도 약초재배 통해 훨씬 자생력이 

있는 것도 남겨줘야 되고 그리고 예방학도 강화된 것부터 살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해서 비용은 축적 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동독의 

의사들이 이스라엘가서 유태인이라서 받아줬는데 의사가 전 세계에서 당

시에, 90년대에 제일 많아 졌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동독의사 이용하지 않

는 거예요. 다 실업자 된 것이에요. 다시 또 동독으로 돌아가 운전기사 했

다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과 시설과 다 같이 맞물려야 

하는데 북한 세팅에 맞는 북한의사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서 그 인력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부담을 을 적게 하고 북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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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 이지만 돌아가고 취약계층 돌아가지 않는 다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방 북한도 합리적인 금방 회복되는 것을 개성공단에서 느꼈

습니다.

⧠ P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 저쪽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맞춰나갈까, 저는 항상 고민이

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와보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거의 완벽했던 시스

템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무상치료제, 의사담

당구역제, 동의학과 신 의학 완벽한 결합 정말 환자를 중심에 놓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어

느 정도 살다보니까 제가 완벽 속에 함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

어요. 정말 다 장점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약간 단점도 있었구나, 그

런 것을 거기 있었을 때 몰랐네. 이쪽 사람들도 모르고 있겠죠. 분명한 것

은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이 된 다음에는 무상치료에 적응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 그게 제일 크거든요. 항상 그 생

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에 어느 정도 가르쳐 주면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거든. 자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르쳐주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의료인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돈 안내고 

치료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일 처음 건강보험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보험 하려면 또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야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북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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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보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 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어느 정

도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려면 돈이 지불이 되어야겠고 무엇을 하게 

되면 돈이 내게 생기네, 돈이 중요하다, 이 자리 돈이 을 맞으면 이상한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북한사람들도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조금씩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방법적인 면

이나 접근하는 면이나 그것을 어떻게 완충시키고 스무스하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충분히 그 단계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

요. 전혀 지금까지 그 북한 의료체계가 완벽한 체계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면 그것이 어렵겠죠. 그러나 체계나 시스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게 활발

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서 조금 바꾸면서 그 사람들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줘야 되고 돈 이만큼 지금 10년, 20년 사이에 내가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고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했지만 해주는 속에 내가 있던 커

다란 함정. 그것을 이미 오랫동안 느꼈기 때문에 아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 하는 욕망정도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체료라

는 완벽했던 것 같지만 이제 조금씩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

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이겠

죠.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을

⧠ S 

변화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는 동네 주치의 같이 있고 언제

든지 몸이 불편하면 의료를 볼 수 있고 모든 시스템이 다 미국은 심지어 

대학도 다 퍼블릭 유니버시티이거든. 그래서 괜찮다. 국가에  있는 것이



제3장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과 통합 방향 117

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꼭 좋은 것이냐. 돈 없는 사람이 치료를 꼭 이렇게 

못 받아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시스템이냐. 물

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것이 있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1

년 수술을 기다리다가 수술 못 받고 죽고 이런 무료시스템의 문제점이 있

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라는 부분을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적

합한 시스템이냐 고민해 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

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 공공의료를 염려하고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 E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자원 분포가 인구 당 따졌을 때 수준을 

떠나서 괜찮은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

⧠ M 

양호한 수준이지요. 인력도 

⧠ E 

 있긴 있는데 가용한 돈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 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품이라든가 또 의료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세팅 자체가 그 환자 서포트할 인력들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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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와꾸는 있는데 그것을 운 할 돈이 없는 상황

인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상황이고 전체 국민 총생산 자체가 낮잖아요. 거

기에다가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아야 미국은 17% 는 6~7프로인데 없는 

GDP에 4~5% 나갈 텐데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도라는 

것은 사상하고 문화에 역사적 경험치 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제도로 

바꾸자는 것은 엄청난 정신 충격이라서 그 제도의 틀은 제 생각은 나두되 

어떤 자원을 충당해서 그런 보건·의료 인력의 월급을 준다든지 어차피 국

가의 지원이니까 약품을 공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급여 같은 것

을 돌리긴 하면서 또 이제 개인의 욕구나 좀 더 보충적인 부분은 우리나

라 시스템 같이 민간에 어떤 여러 가지 를 사용하는, 기초적인 것은 북한

의 체제를 이용하면 자원을 내주되 보충적인 것은 우리나라서 해주는 그

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도 말씀하셨지만 텍스를 내가지

고 를 70% 충당이 되요. 그런데 이게 캐나다 의사들은 다 민간이에요. 

70%가 민간이라서 주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어차피 돈을 누가 대주느

냐에 따라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관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북한도 여러 가지 병상 수나 의사 수나 이것이 북한의 인구를 충

당할 정도가 된다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

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 P 

저는 무상치료는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돈을 막 받아야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안 받고 지금 거의 뭐 북한 시스템이나 정책 자체

로 본다면 돈 안 받고 그런데 실제는 솔직히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거

든요. 의사로써 당신이 지금 무슨 병인데 시장에 가서 무슨 약을 사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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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요, 그러면 벌써 그것이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체제 자체가 완벽한 무상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까지 아무것도 안 받는 그것은 조금,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같이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의료시스템이나 굉장히 열의가 높고 하기 때문

에 충분히 우리가 기계 같은 것 조작 방법 알려주거나 굉장히 열심히 따

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대로 두되 다만 아스피린 하

루 분 여섯 알을 준다고 한다면 이전에 아무것도 안 받았지만 아주 소소

한 것이라도 돈이 오고가는 내가 무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생

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북한이 의료 접근성

이 굉장히 좋아요. 호담당 구역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 굉장

히 편하거든요. 다만 편안함 속에 무엇이 있냐면 단점으로써는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담당의사에게 내가 의사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서 진

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내가 아주 유능한 의사 어디 있으면 거기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신 지금 앞으로 조금씩 바꾼다면 내가 저 의사 

선생님, 김만유 의사 선생님 되게 유능하단다. 그 병원 가고 싶다, 가자, 

하게 되면 거기에 가려면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인식 정도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앞으로 남한과 여기는 완전히 자본주의화 되었고 그렇지 않은 북

한하고 점차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로 하나로 비슷한 체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 M 

그런데 북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가미한 보

건·의료 사회주의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대인  다른 의사 유도를 선

진국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서비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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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체제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사회

주의 방식을    강화 주치의 제도라든지 그런 개념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간다, 안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통일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같이 

가야되는데 한동안은 1국 2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재정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 P 

그 기간이

⧠ M 

전 그 기간이 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씀 다음에 옳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 Q

제가 조금 이야기를 죄송한데 우선 M 박사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통일 

준비과정, 통일 후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분야별 회의를 할 

때는 그 분야만 매몰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만 매몰되면 해법이 없어요. 통일 문제는  시점을 

어떻게 잡고서 풀어나가는 문제이거든요. 5년 준비, 10년 완성이라고 한

다면 10년 동안 그 긴 기간이 있어요.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50년대 대

한민국 발전과정, 그냥 원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상당히 못살았잖

아요. 그 때 의료체계 어떻습니까. 그를 원용하면서 10년 북한의 기업진

출 하면서 기업네 양우원, 의료시설을 갖추면서 지역주민을 포괄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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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그런 식으로 동네, 면 단위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확산시키면서 국

내에 있는 해외  의료인들을 파견시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하면 분

명히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이 문제만 함몰해서 생각하면 아주 큰 혼란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을 구분해서 연구하는 게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 분야에서 시장경제비용을 할 것이고 의료 분야에서

는 예비 교육을 우리도 예비 의료  도 많이 시켰잖아요. 예방 교육도 시킬 

것이고 북한이 조금 유리한 것이 집단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집단화 교육

시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 시장의료의 불가피성을 동시에 

인식시키면 아까 김 원장 말씀하신 것 같이  연구 방법론은 어느 한 곳에 

매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펄스미스 풀어간다 그러고 통일 준비과정, 통

일 이후 통합 단계, 이것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 S 

지금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

면 우리나라 사회는 돈 없는 사람이 의료를 잘못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사람들 세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전 사람한테 의료지원을 해주

자.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그 사람들 세금을 가지고 북한 전역에 무상를 지원해 주자. 이

게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 Q 

제가 보기에는  경 학을 하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요. 투자가 있으

면 소득 창출이거든요. 소득창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갖지 않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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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이 있습니다. 방어권이 있습니다. 

북한 산림이 있습니다. 산림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소득창출 

나누면 지역들에게 지가 알아서 개발합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가만히 있

겠습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업이 창출이 되죠. 소득이 창출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의 의식도 바뀌고 의료비도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돈 세금으로 북한인민을 구제한다, 이것은 어불성

설인 것 같아요. 우리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치인

이 나서겠어요. 지금 통일 기금 만드는 것도 이 잘 되지않는데

⧠ F 

의사들이 생각하는 저희끼리 의견은, 시나리오는 그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 지금 탈북 주민들이 그렇듯이  나오면 일정 

수준의 경제 자립이 될 때까지 급여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체계를 

갖거든요. 북한의 주민들도 의료급여체계로 대부분을 인정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

스럽게 의료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 들어가는 기업이 의료부문까지 책임

지게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저희 의사들이 볼 때 생

각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우리는 의료로만 보면, 근데 의

료는요 스타트 자체가 다가지면 나중에 이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

요. 그 인프라 이런 것이 옛날에 DJ,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 의료시스템 

자체를 사회주의적 의료로 끌고 가고 싶은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꼼짝을 안 한 것이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갖고 있는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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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말라리아가요 말라리아 퇴치가 안 되는 

것이 휴전선 넘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 감염 관리가 

잘 안 되서 간염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없어진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거든요. 이것이 통일이 되었을 때 당장 남

한주민들에게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감염관리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의사들이 너무 이렇게 수준차이가 있

나 봐요. 지금 북한에서 넘어 오신 분들이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전에 심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면담을 해가지

고 수준이 되면, 거기서 패스를 해야 한국의료 제가 보니까 수준이 낮지 

않아요. 이분들이 본적이 없고 써 본적이 없어서 그렇지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고 생각보다는 북한의과대학이 제대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 것 같

다는 생각이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북한의 의료 인력은 못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많이 바꿔서 그 가운데 상당한 자원은 

통일이후에 재교육을 시키면 금방 가용한 인력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E 

북한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성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

은데  저는 북한의 기존 체계가 명목상 존재하고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까. 우리나라 남한의 의료체계가 만들어진 경우를 요약을 하면 1950~60

년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었자나요. 제 1순위가 경제개발

이라서 아예 의료에는 투자 자체를 안했어요. 일부 전염병이나 결핵 이런 

것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을 내가지고 좋게 이야기 하면 자유방임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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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전히 민간 주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 90%가 민간이고 건강보

험 70년대 말에 시작 되서 80말에 끝났지만 그것 말고는 정부가 하는 것

이 하나도 없어 보험료 걷고 이런 것 밖에 그래서 아예 두 번째 대안을 생

각하면 그냥 맡겨서 알아서 하게끔,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하든 남한에서 

의사하기 갑갑한 사람들이 가서하든 탈북 했던 의사들을 재교육해서하든 

정부가 관여 안하면 무언가가 의료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

결하면서 자생적으로 북한에 맞게 생겨나지 않겠는가, 또 생겨날 수 있겠

는데 대안 1과 대안 2하고 생각하면 대안 2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충격이, 왜냐면 그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남한 사람하고 교류하다 

보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부작용이니 갈등이니 이런 것이 많지 않

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 M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내려오겠지요. 자기들 먹고 살고  찾고자 넘어오

면 사회혼란이라든가 생기니까. 공공의료만 강화해서 보건소 기능을 강

화해서 보건소  맡기자 심고 그래서 기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 R 

남북 통합이 정의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초기 단계 때 아가 Q 선

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선에서는 5년 준비 10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북한 특수성 고려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취약계층이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 어차피 우리

나라가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금 확대하면서 북

한의 제도를 우리제도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 초기에는 북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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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그대로 중용해서 운 하되 예산상 지원에 한계가  때문에 예를 들어

서 세계기구가 통계를 냈던 취약계층 사람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 어린이

를 한다, 수유하고 임신여성들만 한다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서 초기단계, 준비단계에서는 역을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남북제도가 

혼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북제도가 

하나로 단일 되었을 때에는 북한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라든가 직업을 

갖고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식으로 사회보장  그런 통합의 

단계가 초점 왜냐면 다른 문화고 그냥 통일융합,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

요. 일정 기간은 어떤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

는 측면, 합치는 과정, 그다음엔 완전히 하나로 되는 과정,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 S 

제가 박사과정 때 모 교수가 러시아 나가셨는데  그때 봤더니 그 시스

템 붕괴 되면서 의료체제 붕괴 그 시스템 전해 들었거든요.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장관이 나와 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 빨리 죽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인터뷰를 아예 공개적으로 할 만큼,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얼마나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가,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이 북한의 

의료시스템이 남한에 자금을 투입해 유지를 시키는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북한의 시스템 아까  제 3의 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한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계기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남한의 의

료시스템 정말 체계적으로 좋은 것인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너무 자본주

의화 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단순하게 북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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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것이냐는 뿐만 아니라 이분들 통합을 한다면 중간쯤에 가야될 것 

같은데 우리 남한의 지나치게 유지로 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

면 북한 시스템을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

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북한, 남한 시스템 그대로 두고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남한 시스템 통합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의 자체는 

실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 M 

저희가 5년 안에 북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아니고요. 

교류·협력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정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통

일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5

년 이내 통일이라는 제목이 떠가지고 지금 회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 P 

저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

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말씀도 하셨지만 갑자기 무너지고 북한

은 20년 동안 살아남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단한 

상황이 와도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남한에서 막 쓸어내

려올 것이라고 걱정하시는데 물론 일정 기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렇게 우려하실 만큼 남한에 막 쏟아 내려오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가 충분

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 

우리 문화가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이미 일본

을 통해서, 조총련 사람들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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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최근 15년 북한 중국 간의 거래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면서 

중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어있고 부러운 생각도 갖

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벌써 15년입니다. 그러면 그 때 난 

아이가 이제 스무 살 넘어서 가는 상황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처음에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충

분히 가질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자본

주의적인 시스템을 조금,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 B 

지금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full cost pricing을 하거든요. 전

체비용, 접근비용, 의사들한테 줘야 하는 비용 등이 실제로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무료인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료의 개념들은 기존의 public goods이 

아니고 철저히 private goods이에요. 이게 건강권이 public goods인 

것이지 진료에 관한 권리는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 때

문에 문제는 지금 북한에 있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매니

지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라. 공공부문의 매니

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분명히 민간병원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어떤 형

태든.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지금 북한병원에서 자기가 의사한테 돈을 

줘야 하고 의사들이 지정한 물건을 사야 되고 그 비용을 계산하면 민간병

원이 들어가면 분명히 감기는 얼마짜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남쪽 의

사들은, 병원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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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러닝 비용을 계산해내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병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쉬운 역 중에 하나가.

⧠ P 

돈 안내고 제약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돈 내고

⧠ B 

그렇죠. 안전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 M 

그것을 보면 화폐가치 고려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분양실에  경제가 1

대1로 화폐개혁 해줬거든요. 지금  화폐가치 북한은 지금 월급이 3천원, 

3만원 북한 생활비가 20만원  우리로 이야기 하면 25배로 곱하면 되요. 

이야기인데 지금 돈의 화폐가치 따지면 돈을 준다는데 북한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 돈을 통해 이렇

게 할 것이다. 남한에 들어갈 것이다. 전혀 안 들어가서 오히려 지원 그 

사람들 다 면제해 주고 모든 것을 해줘야 들어가지 거기서 북한에는 지금 

교통기관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2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화폐가치 하겠느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 B 

그 화폐가치 문제는 다른 차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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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동서독이 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와 그게 의료비의 지출과 이 가지고 

있는 북한은 경제로 굉장히 지금 돈을 벌었는데 중국을 통해 옷 장사도 

하고 신발장사 그게 북한 돈으로 가지고 있다 달러가지고 이해하겠는데 

가지고 그게 바꿔져 일대일 해줄 것인가  

⧠ F

 탈북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외로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

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 J 

알고 있고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화폐교환가치와 

관련 없이 돈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하

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라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을 위한 환경에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셔합니

다. 그 사람들은 무상치료 받는 것보다도 차별화되고 서비스가 좋은 것을 

받으려고 돈 들여서도 좋은 것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상황

에 대해 여기서 탁상공론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방법이 어떻

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적인 방법으로 가든가 급진적인 방법하느냐에 

따라서 의료통합도 북한은 무상치료하고 한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그대로 

가든지 이게 노력의 문제이지

⧠ F 

저도 조금 의아했던 게 폐쇄사회인 북한의 주민들이 오히려 남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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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알고 있는 것에 반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의료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에서 안다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라고 

⧠ S 

북한의 상황이 안정화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 M 

저는 어떻게 평가 하냐면 북한에 돈을 100억씩 주고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항상 요구를 해요 여기에서 할 때 인건비를 하고요. 물적 지원을 

저희 세금으로 하고요. 북한 에 대해 통일부 국장이 하는 말이 너무나 예

쁘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70퍼센트 나와요. 정말 딱 

2012년도 12월 달 보셨다그랬죠  나왔어요. 재미있는 현상인데 지금 어

린이도 심각하고 

⧠ J 

박사님 혹시 북한에 전문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M 

시·도에 하나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의 우선순위가 우

리한테 도와   구강병원과 보건.

⧠ J 

그리고 지금 박사님 발표하신 게 통계수치들이 북한의 의료 와 관련된 

것 이 게 몇 년 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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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국제기구하고 국정원 제가 레퍼런스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아 사

망 다른 이유가 유엔에프의 센서스 자료, 우리가 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낮아요. 국제기구가 도움  높은 이유가 자기가 지원한 지

역에만 조사해가지고  또 돈 요구하겠지요. 그러니까 통계자체는 추이만 

보시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B 

제가 갖는 의미는 평양하고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제일 우리가 가진 

정보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나요. 평양, 원산, 청

진, 남포, 신의주, 개성, 해주, 이런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의료시설의 격차

나 생활수준의 격차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 P 

 다른 병원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신의주 밖에 병원을 못 가봤

고  때문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른다. 제가 청진의학대 청진대학 병원

만 알고 있어요.

⧠ B 

청진은 어땠어요? 

⧠ P 

청진의학대학은 일전에 체코 사람들이 와서 지어서 건물이 약간 유럽 

풍이예요. 건물이 높이 올라갔고, 문은 좁고 길고, 본 건물 자체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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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건물이 생겼고, 

⧠ B 

청진주민 생활은 평양과 비슷한가요?

⧠ P 

전혀 비슷하지 못하고 반도 채 못 따라 가죠. 수도권하고 많이 떨어졌

고, 탈북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쪽이 어려웠다는 것이고, 

청진이라는 게 제강소, 제철소하고 노동자들이 몇 만 명 있고요. 그런 사

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생활이 수준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북한에서 계획했거나 할 때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할 때는 

수도에서 멀긴 때문에서 원산과 신의주 이런 데보다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원산과 신의주를 생각하면 신의주가 생활수준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청진, 함흥, 평양 외에는 

다른 데는 크게 시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어려워지

니까 원산은 조총련계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좀 더 번화해졌고, 신의주는 

중국과 가까워 번화해져서 어쩌면 지금은 신의주가 더 잘 살지 않을까 이

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J 

병원 격차는 주민 격차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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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렇다고 보기도...

⧠ J 

같이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병원 진료실, 시설, 의사배치 현

황, 의료시설현황은 북한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평

양하고 9개 도 3개 특별시 이 부분은 인구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틀

리고, 두 번째는 각 도마다 의학대학 있는데 그 의학대학은 지역대학이라

고 합니다. 그 의학대학의 의술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냐에 인정을 받느냐

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좀 더 이뤄지기 때문에...

⧠ B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가?

⧠ J 

국가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흥 의학대학이면 

⧠ B 

의학대학 마다 기술상 특성이 있는가?

⧠ J 

아마도 특성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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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기술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진의학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무산광산 등 북한에서 굉장

히 이름을 꼽을 수밖에 없는 기업소가 3개가 함경북도에 있다. 그 노동자

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 화상이라든지 사고라든가 무조건 살려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특히 외과 의료진들 일반외상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 간단한 실례로 제가 청진제강소병원 

과 입원실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 외과 과장 선생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

요. 계속 모르핀을, 마취제를 계속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화 갔다 왔어

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자격이 박탈돼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은 자격

을 박탈시키지 못하고, 만기 안채우고 빼내왔어요. 왜냐면 수술환자치료

를 그 사람한테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큰 기업소가 있기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함흥 같은 경우도 흥남비료공장

이나 있기 때문에 함흥과학대학도 수술도 굉장히 높기 많고, 신의주, 사

리원, 해주 이런 곳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B 

아마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같이 토의를 해봐야겠으

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10년 보다는 앞으로 남북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료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목표가 

있어야 나름의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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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발표26)

이혜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연구교수)

1. 북한 보건 의료 체계의 세 가지 특징

북한의 보건 의료 체제는 크게 무상 치료제, 예방 의학 제도 그리고 의

사 담당 구역 제도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북한은 1960년부터 북한 전 

지역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를 제공하겠다고 법적인 선포를 

했다. ‘의사 담당 구역제’라는 용어는 1947년 보건 의료 기관들의 위생 

방역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의료 기관들에서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0년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 실시가 결

정되면서부터 개념과 범주가 확장되었다. 이 시점부터 의사 담당 구역 제

도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주민의 질병 예방, 질병 치료 그

리고 건강 증진까지 모두 책임지는 건강 관리 체계로서 그 개념이 구체화

되었다. 예방 의학 제도는 1966년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 의학이다”가 

교시로 발표되면서 북한 보건 의료 정책의 기본으로 채택되었다. 

1980년 인민보건법을 통해 북한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를 

법제화한다. 인민보건법 제3조에서는 “사회주의 의학에서의 기본은 예방

26) 발표원고(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경제 위기 이후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보건 
의료의 문제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에서 발행한 “통일 시대의 보건 의
료, 북한 현황과 대북 지원의 현재와 미래”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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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가는 인민 보건 사업에서 사회주의 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 

의학 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며 예방 의학을 무상 치료제

와 더불어 인민 보건의 기본 원칙으로 재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북한의 보건 의료인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의 목표란 최소한의  의료비용 및 인력으로 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적

정 건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포괄적·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2. 경제 위기 이후 무상 치료제의 퇴색

북한의 보건 의료 체제는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이며, 국가가 

분배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시스템이 기능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1990년대 소련 연방국의 붕괴와 함께 북한의 경제 규모는 향

후 5년 간 기존 규모의 50% 이하로 축소되었고, 이어진 자연 재해로 인해 

국가 재원이 축소됐다. 그 결과 북한의 국민 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는 전체 GDP의 7.6%에 달했던 1990년에 비해 2000년대

에는 2.5%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보건 의료 재정의 부족은 무상 의료

를 표방하는 북한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파행적으로 운 되는 데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1년 전까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주요 수여국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의료 물품 공급이 급격이 감소했고, 북한 내에

서도 경제 위기와 연속적인 자연 재해로 인한 재정적 난관 때문에 제약 

산업이나 보건 의료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1998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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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MSF)’의 북한 현지 의료 

지원 보고서가 그러한 상황을 잘 말해 준다. 이에 따르면, 국경 없는 의사

회가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한 1990년 중반에는 의약품 지원이 중앙 공급 

체계에서 끊긴 지 이미 오래된 상황이었으며, 이들이 방문한 병·의원

(1,100개 의원)에는 항생제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북한의 보건 의료 재원 부족은 의약품과 의료 물품 공급의 중단을 초래

했을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배급과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보건 의료 감독 체계의 기본 틀을 흔들게 되는 요

인이었다. 북한 보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주

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철저한 감독 체계와 ‘정성 운동’ 정신으로 여겨진

다. 이 중에서 감독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키는 체계가 흔들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민보건법 제40조의 규정 “보건 일꾼들은 정성 운동을 힘 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에 따라 북한에서는 의사들에게 정성 운동을 강조해 왔

다. 따라서 환자에게 예물을 받거나 의약품을 통해 환자로부터 이득을 취

하려는 행동은 불법이었으며, 6.24 검열이라는 정기적인 감독 체계를 통

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이 제한되고 의사들에게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의사들에게 전과 같은 수

준의 희생 정신과 헌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의 질적 수준

을 유지시켜 준 두 개의 근본적인 지지대(감독체계와 정성 운동 정신)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주민들 모두 북한의 무상 치료제가 1990년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내 병원은 외래 

진료의 경우 주로 진단의 기능만을 무료로 시행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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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 의료 물품, 수술을 위한 의료 재원, 입원 시 필요

한 재원, 상급 병원으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

다. 다시 말해 북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을 개인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그들대로 생계유지를 위해 별도의 부업 활동에 나서는 현실이다. 

“북한은 무상 치료제이지만 스스로 모든 걸 부담해야 돼요. 약도 사야 

되고, 뭐 자그만 상처 소독하고 드레싱하는 것까지도 다 본인이 부담하는 

편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환자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부터 하

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면 환자가 어떤 것으로든(돈

이든, 물품이든) 수술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의료인의 경우를 보면, 환자 

치료를 아무리 잘 해줘 봐야 소용없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

니까. 나라에서 받는 임금이 거의 없는데....나라에서 배급되는 쌀 1kg, 

기름 1병  의 녹봉을 갖고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게 돼요. 약 장사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약 장사를 하다 들키면 당국

에서 의사 면허를 빼앗거든요. 그러니 더 비 스럽게 하게 되죠. 그게 아

니면 따로 돼지를 키워서 내다 팔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의료인들은 오전에 병원에 나와 출석 체크만 하고 오후에는 부업하기 바

쁩니다. ‘내가 진짜로 치료를 잘 해보겠다’든가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북한 출신 의사의 진술대로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의 약품 판매

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품은 통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장

사’들은 모든 약을 잡화품 밑에 숨겨서 보관했다가 판매한다고 한다. 약

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는 일반인, 화교 출신 상인, 현역 의사, 퇴직 의

사, 약사 등으로 다양하다. 구매자와 상인들, 그리고 장마당의 안전원(감

독자)까지 모두 약매대(장마당 내 약품 판매대)의 위치를 알지만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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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실정이다. 모든 의약품의 매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암시장에서 

또는 장마당에서 암거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약품 공급 체계의 일정 

범위가 북한 정부의 통제권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의약품이 장마당으로 유입돼 암거래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었으

나 이는 극히 소량에 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의약

품의 암시장 유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의약품이 수입되면서 암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이 매우 활

성화되었다. 최근에는 약매대뿐 아니라 공식적인 약국의 출현도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그 기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약국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이처럼 의약품과 의료 물품의 공급 경로

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

이어서 약물 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정교한 관리가 어렵다. 이 말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의미한다.  

암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들이 많고 때로는 가짜약도 판매되곤 한다. 이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은 

의약품에 대한 감식 능력이 있는 의사들로 하여금 직접 장마당이나 집에

서 약을 판매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요약하자면, 국가에서 주민의 생계를 책

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재원조차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의사가 스스로 자

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환자 역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에게로 전가되는 결

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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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위기 이후 낮아진 의료 서비스 질

1990년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모성 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e), 5세 이하 아동 사망률(Under-5 Mortality 

Rate), 신생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

이게 된다. 〔그림 4-1〕의 보건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생아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이 2배가량 늘어났다. 

〔그림 4-1〕 북한의 모성 사망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영아 사망률(1990~2010)

자료: Countdown to 2015, 2012 Report World Bank,   Health Statistics DPRK

북한은 1995년 식량난과 함께 급격히 붕괴되는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한 

조치로 UN을 통해 국제 사회에 대외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이는 대북 보

건 의료 지원의 물꼬를 열게 하는 시발점이었다. 특히 모자 보건(아동 건

강과 모성 건강)은 UN의 새천년 개발 목표 4번, 5번에 해당되는 중요한 

주제로서 많은 다자간 기구와 단체들이 2015년까지 전 세계적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집중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듯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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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원조 요청이 있던 1995년 이후 모성‧신생아‧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한다.

보건 지표상으로 급격한 사망률 증가와 감소의 요동을 한 차례 경험한 

북한은 현재 공식적인 지표상으로는 고난의 행군 전과 비슷한 정도의 보

건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북한은 의사 담당 구역 제도의 시행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보건 의료 

인력 충원 방법을 내놓았다. 의학 전문 학교의 졸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준의사’를 배출하는 한편 보건 간부 학교를 통한 ‘준의’ 양성 과정을 만

들었다. 이 결과 1946년 북한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및 준의사 수 1.1명

에서 1963년 15.8명으로, 1970년에는 33.0명까지 보건 의료 인력을 늘

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 준의나 준의사는 호담당 의사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1차 의료 서비스(위생 선전, 위생 개조, 

소독, 예방 접종, 검진, 문진, 면담,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호담당 의사

들은 의사 한 명당 보통 2~400명의(많은 경우에는 수천 명까지도) 주민

을 담당하며 평균 134세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조사된다. 

호담당 의사는 북한 지역 주민의 1차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최일선

의 지역 주민 주치의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준의나 준의사 인력 양성 교육이 표준화되지 못한 터라 진료 

수준과 의료인 자질의 격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는 

의사 담당 구역 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높은 의료의 질’보다는 ‘일정 수준

의 의료 서비스를 다수의 환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따르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료 및 의료 기술의 질적인 

발전은 의사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북한 의료 체계를 지탱해 온 감독 체계와 정성 운동 같은 제도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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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1990년대 이후 붕괴되면서, 앞서 인용한 탈북 의사들의 진술처

럼 북한 의료의 질적 수준이 관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탈북 의사들은 

또한 임상 진료 훈련 과정에서의 수련 수준을 반 하는 의학 교육 수준의 

질적 감소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

기 시작했음은 물론 의학 교수들도 교육 외의 생계 활동을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던 여건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시행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표 4-1〉 북한의 의료 기관별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치료 지침 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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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북한 산부인과 의사와 호담당 의사의 산모 및 신생아 관리 관련 지식 수준

자료: WHO, Improving Women’s and Children’s Health in DPRK, Baseline Survey 
Report 2009

위의 자료는 WHO가 2009년도에 시행한 북한 의료 인력의 모자 보건 

관련 지식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표 4-1〉에 따르면 도시가 아닌 도시 

외곽 지역 분만 장소의 60%에 달하는 리 진료소의 경우 응급 산과 치료

에 관한 지침서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도시 분만 장소의 50%에 

달하는 군/구역 병원에서는 30% 정도만 응급 산과 치료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다. 군/구역 병원의 경우, 통합 응급 산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2차 

의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8.3%의 기관만 관련 지침 사용이 가능한 것으

로 조사됐다. 한편, 의료인의 지식 수준을 직접 평가한 〈표 4-2〉에 의하

면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산전 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이 80% 이상으로 

높았으나, 그 외 산후 관리나 유산 후 관리에 대한 지식은 60~80%, 임신, 

분만, 신생아 합병증에 대한 지식 수준은 60% 이하로 낮은 지식 수준을 

나타냈다. 리 진료소에서 산모의 임신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호

담당 의사의 임신 관리 관련 지식 수준 또한 60%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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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북한에서 의료 기관 이용의 장애 요인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경험한 의료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N=199)

〔그림 4-2〕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이 병원을 방문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요인’이나 ‘교통편’의 문제이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여건에 따른 병원 접근성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 치료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지 않는 경우도 20%로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의약품이나 의료 물품의 부족 말고도 의료의 질적 

수준이 병원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의료 수준이 낮

은 담당 의사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표

나 위의 설문 결과들은 의료 인력의 지식 수준은 물론 이로 인한 환자들

의 행동 변화 측면에서 모두 북한 의료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중요 자료들이다.

4. 모성 영양의 영향과 지역적 편차

임신 전과 임신 초기 산모의 양 상태는 아동의 생존, 발달 및 양 상

태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여성의 빈혈 유병률 및 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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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저출생아 및 조산 출산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 같은 임신 중 

양 공급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북한은 2005년 범국가적인 미세 양

소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표 4-3〉 임신 중 미세 영양소 공급

자료: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유니세프의 복수지표집단

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에 의하면 임신 기간 

중 6개월 동안 미세 양소 공급을 받는 비율이 43.9%로 산모의 양을 

위한 산전 중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세 양소의 공급 비율에서 

황해남도는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34.9%인 자강도가 가

장 낮았다. 약 20%에 가까운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남도의 경우, 산모의 양 상태를 측정하는 22.5cm 미만의 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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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둘레 비율에 있어 북한 평균보다 28%가 낮은 가장 좋은 양 상태를 

보 고, 빈혈에 있어서도 북한 전역에서 가장 낮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여성의 양 상태가 타 지역보다 낫다는 사실을 반 하는 것으

로서 2002년 국가 양 평가(National Nutrition Assessment) 와도 같

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성 양 상태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확연히 존재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WHO 2009년 기초 조사(Baseline survey)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북한에서 수술실이 갖춰져 있지 않은 1차 지역 병원에 해당하는 리 

단위 의료 기관에서 분만하는 비율은 평균 15%이며, 이는 도시에 비해 

지방이 훨씬 높았다(도시 0.5%, 지방 56.6%). 이러한 리 단위 의료 기관

들은 60%가 낮은 수준의 의료 시설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모품의 경

우 83%, 의약품에 있어서는 100%의 낮은 수준으로 물품을 비축하고 있

다.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한 이동 수단이 부족한 북한에서 이렇게 

열악한 의료 기관에서 분만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분만 중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시보다 지방에

서 이처럼 열악한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것은 지역에 따른 건강권이 불평

등하게 이뤄짐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모성 사망비를 통해 지역별 건강권의 불균형 양상을 살펴보

자. 모성 사망비는 산모의 양 상태를 포함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까지 반 된 최종적인 보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012

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모성 사망비가(10만명당 105명)가 도시의 

모성 사망비보다 높은(10만명당 70.7명) 것으로 나타난다. 산모의 양 

상태가 불량함은 물론 의료 물품의 공급, 시설 지원의 부족은 북한의 건

강 취약 계층인 산모, 신생아, 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

이다. 도시-지방 간 모성 사망비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지역적 편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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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위협 요소들이 지방에서 더 높다는 증거이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권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주민의 보

건 현황이 급격히 악화된 국면부터 외부의 보건 원조로 인해 다시 개선된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199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북

한 사회와 그 가운데 새로이 형성된 의료 시장의 구조도 살펴볼 수 있었

다. 북한 의료 시장의 구조 변화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별‧
개인별 편차를 형성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부

터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예측케 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질병관, 질병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질병 행태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

한에 대한 대북 보건 의료 지원은 북한 사회의 특징과 정치적 상황을 고

려해 주로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는 국가 단위 보건 사업에 중점을 둔 상

황이었다. 이러한 지원 형태는 단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이 집중돼 온 평양이나 황해남북도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

로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 사회 보건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지역 단위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 당국과의 협

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 접근이 가능한 대북 지원 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국내의 관계 당국과 민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가 

어우러진 대북 보건 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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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

⧠ B

저희 복지통일포럼은 북한의 복지·의료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

고, 남한의 전문가들과 제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구

성되어 있고요. 우리 포럼의 전체적인 특징은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구체

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시의 복지·의료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트라이 아웃 시도를 하는 포럼입니다. 상당히 어그레시브(aggressive)합

니다.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 어떤 식으로 이 장벽을 넘을 것인가, 이런 

형태를 세워보자는 것이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후에 남북한의 시

스템 가치가 무엇인지, 기존 포럼들은 북한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면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 체계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전공분야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셋팅

하는 데는 이런 분야별로 좀 더 깊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프

로그램은 한선재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 A

 북한에 대해 외국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별

로 없는 것 가지고 열심히 포장해 가지고 발표해요. 오늘 내용 보니까 자

료가 굉장히 충실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북한에도 오시

고, 아무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과 소통을 해

서, 이 노력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고 큰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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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이것이 의료 쪽에서는 두 번째 세션

입니다.

⧠ U

이 분야에 연구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북한의 보

건의료, 북한의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보고서들을 최대한 많이 훑어

봤고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국외자료,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가 가

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년 만

의 과제를 통해서 백서가 출간이 되었고 그 백서 중에서도 북한의 보건의

료,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제도, 

예방의학, 의사담당 구역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의료제도

가 52년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 60년도입니다. 그때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치료 제공이 될 것이라

는 취지하에 두 가지의 재도가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66년도의 

예방의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이 두 가지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화 시키

기 위해서 의사담당 구역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89년도에는 호 담

당 구역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구역제라는 것은 한명의 의

사가 호 담당에게 의사가 일정 구역 특히 일정 숫자의 주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모든 인민에게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의료기관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

니다.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제도가 병행하게 되고, 의

학적으로 교육제도가 정착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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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WHO

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의료기관의 숫자입니다. 숫자를 남한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적으로 의료기관이 4차까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보통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원에 해당하는 것이 종합진료소나 진료소에 해당할 것 같

고요. 그것이 1차 진료소인데 각 리나 동, 시골은 리 도시는 동이라고 단

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리나 동에 한 개나 두 개정도의 배치되어 있습니

다. 6000개 정도이고요. 그리고 2차급 병원이 한국에서는 중소병원에 해

당이 되겠고, 20개 이하의 진료 과를 가지고 있는 100~150개 정도 되는 

병원이 군 구역에 600개 정도 있습니다. 남한에서 하나의 구에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군 구역 병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상

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남한과 비교했을 때는 숫자적으로 비슷합니다.

 인력에 있어서 인력 양성, 우선은 각 도별로 의과대학이 하나씩 존재

합니다. 플러스 시까지 해서 열한개의 의과대학이 존재하고요. 양성기간

은 남한하고 같습니다. 6년이고요. 의료 인력의 숫자를 보강하기 위해서 

준의, 중등보건일꾼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소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준의사나 준의를 양성하는 4년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이 

있게 되고 각 고등의학 전문학교, 의학전문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하게 됩

니다. 의료인의 양성의 숫자가 1940년에서 70년대를 봤을 때 그 숫자가 

거의 30배 정도 많습니다. 갑자기 인력 양성이 증가가 하거든요. 그런 부

분에 있어서 사실 의료의 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지만 기본적으

로 준의가 호담당의 역할 맡게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1차 의료를 담

당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

병원으로 가기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료 재원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의료가 모든 인민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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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해서 당연히 의료비가 넉넉해야겠죠. 국가가 모든 의료비를 대부분

의 의료비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990년 전까지는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국민 총 의료비’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퍼센테이지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와 비교했을 

때 90년대 전이니까 보통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OECD국가들이 총 

GDP에 있어서 국민 총 의료비로 투입되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7~8% 정

도 되거든요. 사실 북한도 사실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의료비를 투입을 했

습니다. 그만큼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무상치료제도가 시행이 됐었고 

그만큼 재원도 투자가 됐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4차라고 썼는데요. 왼쪽은 지방 오른쪽은 도시, 

진료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군병원 아까 말씀드린 구에 네, 다섯 개의 인민

병원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 3차가 도 병원, 시 병원이고요. 평양에 있

는 중앙병원 종합병원이 4차 의료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오신 

의사분이 계셔서 제 말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자료들을 기본

적으로 국내에서 그 동안 보고되었던 많은 보고서들을 종합하고 또 그 보

고서들이 사실 탈북자들이 증언도 같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들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된 것인데, 아웃데이트(out date)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은 행정구역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요. 기관배치의 숫자

를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나 동에 진료소 한 개씩, 인민병원 한 

개씩은 존재하고 있고 도에서는 대학병원 하나, 종합병원 한 개 씩은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4차라고 해서 가장 큰 대형종

합병원이 있고 과별로 전문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환자나 

정말 심각한 환자 특수질환자는 평양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 사실 간부나 특정 계급, 특정 직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

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 외에 오른쪽에 보시면 결핵과 간염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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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격리가 되고 요양소에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정

신예방원도 따로 있고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따

로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를 나누는 기준이 북한하고 남한하

고 다릅니다. 남한에서 봤을 때는 신경정신과 관련 되서 우울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유전적인, 제네틱(genetic)한 변화 없이 보통 우리가 말했을 

때 구분하는 경계가 조금 다른데요. 많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질환들을 기본적인 소아과나 순환기 내과에서 본다고 합니다. 분류

체계가 약간 다르고요. 

 1차 의료 기관 리 진료소에서는 호담당 의사가 리 진료소에서 진료하게 

되는데 하나의 진료소에서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이나 두 명이 배치가 되

고 주로 의사는 주로 준의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의 의사가 

2~4백 명 정도의 주민을 담당을 하고요. 기본적인 1차 의료, 예방부터 치

료까지 예방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예방교육을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이 여기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건강 검진까지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일생동안 건강관리를 사실 책임진다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아에서 출생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담당하게 되고 출생 후부터 14세까지 

소아가 담당의사, 그 이후에는 내과담당의사가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담당제가 

따로따로 존재를 해서 이중 등록제로 관리가 됩니다. 상당히 철저하게 건

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당 구역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차 의료기관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평양시에 있는 강남군 인민병원

의 규모를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지방에 있는 다른 인민병원보다는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의 인민병원이 여기에서는 15개

의 리 진료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15개의 리 진료소에서 전원이 필요할 

때 상급병원으로, 이 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20개 리에 15개의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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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6만 명 정도의 주민을 담당한다고 여기서는 보고되고 있고요. 

23개 정도의 진료과라고 한다면 사실 서울대가 24개 진료과인데요. 물론 

크게 나누었을 때 상당히 큰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의사, 간호사

의 수는 이렇고 의료인과 비 의료인, 행정직 비율을 봤을 때 북한의 의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5에서 2배정도 높은 편인데요. 그런 것을 여

기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6년도 자료인데요, 주요 진료환자가 대장균 감염증이나 호흡기 감염 

환자라고 되어있고 수술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존재하는 인민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에 있

어서는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자

료인 것 같습니다. 

 3차 의료 기관은 각 도별로 각 대학병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주로 수술

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받습니다. 특수질환이 아니고 입

원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성병원이라고 따로 언급이 

된 것은 특정 직장 군, 철도성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 혜

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제정이 되어있고  기본적

인 인민병원에서도 일반 주민 그리고 특정계층이 사용하는 과가 다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적인 구분이 제도적으로 되어있다, 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무상의료 의사담당 구역제도, 이러한 안정기

가 있었던 것이 90년대까지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특히 2000

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의약품이나 의료물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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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는 주로 탈북의사와 탈북인, 새터민

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의 의료 시스템, 

시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말씀 드렸듯이 탈북자들을 통

해서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화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분의 탈북의사 분들을 심층면접을 하 고 새터민 

2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습니다. 의료물품의 유통에 있어서 공

급이 제약이 되면서 그것은 곧 감독체계에 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실질

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향을 주게 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도 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플로(flow)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제약공장이 있

었고 자체적인 생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동유럽이나 소

련으로부터 의료물품과 의약품을 받아서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소련 

붕괴 이후 사실상 거의 2000년 초에는 제약공장 생산이 거의 다 중단이 

되었고 약품 공급에 있어서 직접 제약을 해야 되는 약품에 있어서는 공급

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주

체사상과 관련되어 고려의학을 강조를 하는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고려

의학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고 실제 한의학의 사용이 60~80%까지 증가

하게 됩니다.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래서 약이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도 지불이 될 수 없는 상

황에 이르면서 의사 그리고 환자 모두 자신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는 시

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감독체계 검열체계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통제가, 규제가 완벽하게 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6.24 

검열을 통해서 1년에 2번씩 검열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열

을 통해서 의료 사고부터 해서 사망하는 자의 병력, 진단서. 진단서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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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은 의사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서를 통해서 환자가 일

정기간 기본적인 노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서 발

급을 하면서 약품관리, 처방전까지도 굉장히 꼼꼼히 검열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검열 시스템이 사실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2000년도 이후이

고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외부에서 95년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에 특히 유엔을 통해서 구호요청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원, 인도적 지원이 

95년부터 시작되고요. 2000년까지 확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실질

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NGO들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에서의 모니터

링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나서부터는 우리들이 여기서 더 이상 지

원을 할 수 없다, 라고 공동성명을 하면서 2000년부터 다시 NGO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지원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어쨌든 95년 이후부터는 외부의 의약품 지원

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외부 의약품을 통해 부족한 약품이 충당이 되게 됩

니다. 이것이 상품적 가치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중앙에서

부터 도시·군으로 약품관리소의 약이 순차적으로 배분이 되게 되는데, 이

때 중간 관리자들에 의해 약품이 조금씩 빠져 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장마당 살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

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씩 새나가는 퍼센테이지를 보았을 때 10%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90년 중반 이후 2000년 넘어가서 

거의 90%에 해당이 될 정도로 장마당에 유입되는 약품이 굉장히 많아지

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은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게 불법입니다. 

암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규제가 어렵습니다. 이

러한 유통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장마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서 실제 장마당을 사용하는 것도 70%정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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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100%가 아닌 것은 탈북을 한 년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은

데요. 70%정도 사용한 이후에 있어서 약이 부족하거나 약 처방 같은 것

을 구매하기 위해서 90% 정도가 이런 이유로 장마당에서 하게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암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가 될 수 없겠

고, 약을 처방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꼭 의사나 약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

질적인 약을 복용하는 법에 있어서 물론 의사가 어떻게 복용하라고 지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도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고

착화가 됩니다. 사실 지금의 뉴스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평양에 약국이 생겼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데요. 지방에서도 약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생겨서 그 약국을 통해서 약을 

사서 구입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거든

요. 워낙에 기본적으로 장마당을 각 도마다 있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문화

나 환경이 조성되면서 약국도 사실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절대 망하

지 않는 구조 중 하나가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국이 

어떻게 존재하고 실제로 판매하고 될 수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만. 

⧠ B

그런데 약국이 민간이 개설한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확실합니까?

⧠ U 

네. 접하기로는 민간이 직접 개설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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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장마당하고 암시장하고 다른 거예요?

⧠ U

원래는 장마당에서 팔리는 물건들인데 거래 되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숨겨서 판다고 해서 그것을 암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 E 

장마당의 품목 중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장마당은 공식적

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 U 

장마당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 I

암시장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장마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 P

장마당을 큰 테두리로 보고 거기의 일부분이 암시장인 거죠. 접할 수 

있는 거랑 또 장마당에서 구하지 못하고 서로 뒷거래 하는 것, 외국에서 

들여온 아주 비싼 약이라든가 또 장마당에서 약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장마당은 법적으로 존재하는데 장마당에서 약을 팔지 못하게 되는데, 내

가 만약 결핵성내막염이다 그러면 북한에서 결핵석내막염 하게 되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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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먼저 하는 것이 두보침이란 약재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북한에 없으니

까 러시아나 독일이나 헝가리나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을 장마당에서 사거

든요. 그것도 많지 않으니까 쉬쉬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

⧠ B

장마당에서 기본적으로 약은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 P

원래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 약 해열제, 아스피

린, 주파디아솔이라든가 일반적인 약은 그래도 조금씩 볼 수가 있죠. 들

키면 회수당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조금 눈감아 줄 수 있는

데 아주 외국에서도 정말로 이런 약은 없어, 그런 것은 쉬쉬거리면서 서

로가. 

⧠ E

장마당이라는 것이 개념적인 단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5일장 10일

장처럼 눈에 보이는 지역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U

실제로 존재합니다.

⧠ P

5일장, 10일장하고 배치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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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매일 열려요?

⧠ G

상설시장이에요.

⧠ P

북한에서 소문난 서남 장마당이나 신의주 장마당 같은 것은 하루에 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예, 어려워지면서 점점 장마당이 

확장이. 

⧠ E

광장시장 비슷한 개념.

⧠ P

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는.

⧠ U

저는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를 하 을 때 몇 만 명이 팔고 

사고하는데 그 정도로.

⧠ E

상인이 있고, 상업이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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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생기면 당연히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결국에는 의료시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진

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소문이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

한 차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생기는데 지리적 접근성은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한 번 확인해봤더니 기본적인 1차 진료소부터 도 인민병원까

지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

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데요.

⧠ B

북한전역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평양 근처로 보는 거예요?

⧠ U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200명의 새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탈북한 지역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함경도를 남북을 포함을 했을 때 

70%에 해당됩니다.

⧠ U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

⧠ E

이동 수단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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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도보입니다. 큰 병원까지 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습니다.

⧠ L

시 지역이죠? 농촌지가 아니고?

⧠ P

네 저 정도면 농촌이 아니죠.

⧠ T

시병원에 저렇게 제약공장이 문 닫은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

요, 기술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U

재정적인 것이 가장 크고 기본적이 재원·재료부터

⧠ T

재료 공급부터 안 되니까.

⧠ L

전력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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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맞습니다. 전력부족도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기

관 이용의 장애요인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40프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통편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도 조금은 이해가 않았는데 

특수적인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전원 후기, 다른 지역을 가야

하거나 평양으로 가야할 때 교통편이 필요한데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30

프로로 많이 나왔고요. 25% 의사가 없어서는 상당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그렇게 많은데, 의사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로테이션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

문에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요인에 들어가고요. 그게 곧 병원에

서 연관이 되고, 보라색을 보면 20% ‘병원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의 질적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

아질 수밖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의료접근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래보시면 로

임도 주지 않는데 앉아있는 의사들이 봐주니 아무래도 성의가 없죠. 의사

들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병원에서 나와서 따로 가정진

료를 하는 의사들도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다녀갈 것입니다. 입소문이 나야 실질적으로 가정 진료도 가능

할 거라서 그러면 그러한 가정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

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 T

공립병원 의사들은 뭐 받는 것 없어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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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공립병원이요?

 

⧠ T

지금 호담당 의사, 이런 나라에서 경 하는 데는 노임은 안 받는 것처

럼 묘사가 돼 있어서.

⧠ U

거의 같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따라서 진료를 받기 위

해서 뒷 돈을 줘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I

탈북자들 인터뷰할 때 탈북시기가, 아마 급여 줍니다, 공식적으로 주

고, 그시기에 노임이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생계가 유지 안 되니까, 출근도장 찍고 다른데 가서 부수입에 대해 활동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25%가 ‘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의사가 근무해야 

되는데 다른데 그 시간에 다른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 T

지금은 다줍니까?

⧠ I

지금은 거의 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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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냥 그것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 I

안됩니다.

⧠ U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 자료들이 

출산, 모자보건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

다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주로 보게 되었고 국제기구에

서 주로 지원했던 분야가 감염성과 모자보건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관

련 질환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방과 도시를 봤을 때 분만하

는 장소가 지방 같은 경우 60% 정도가 리 병원이나 진료소에 해당이 되

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80%가 군/구역 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개 내외의 과를 갖고 있는 인민병원이 군/구역 병원에 해당

하는데 여기에서는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수술도 가능한 병원이기는 하지

마는 리 진료소나 병원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 종

합 리 진료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진

료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담당 의사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곳에

서 60% 정도의 분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

황에 노출 되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격차들이 있

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전원 어려운 상황이고 가뜩이나 의료물품이나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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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0% 정도 지방의 리 진료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시설이나 소모품이나 의약품의 수준을 보면 그것이 필요수요에 비해서 

공급될 수 있는 60% 이하라는 것은 상당히 낮다, 에 해당이 되고요. 리 

진료소의 열약함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IV 

infusion은 출혈이 심한 경우에 수액을 해줘야하는데 수액을 해 줄 기본

세트가 양호한 게 30% 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소독기도 30%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분만 키트는 25%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리 진료소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재원을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에 실시된 기초조사입니다. WHO에서 실시

한 기초조사인데 의료 인력의 진료수준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것인데요. 리 진료소 같은 경우에 응

급산과치료, 그러니까 분만과 관련해서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러한 치료와 관련된 지침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할 수 있게,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생아 관리까

지 봤을 때 리 진료소에는 이러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담당 의사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의 지식수준을 직접 평가를, 문제 몇 

개를 주고 몇 개를 맞췄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산정관리에 있어서는 상당

히 퍼센테이지가 점수가 좋지만 합병증과 관련 되서 임신이나 분만이나 

신생아와 관련된 합병증, 정말로 이제 집중적 관리가 들어가는 시점에 있

어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히 호담당 의사 같은 경우 임시 관리에 있

어서 기본적 관리 있어서 지식수준도 상당히 낮다, 라는 것을 2009년도

의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드뱅크의 자료를 90년부터 2011년까지 모성사망비, 5

세 이하 사망률, 아 사망률을 본 것입니다. 90년대 확 증가 했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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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모자보건 분야고 지원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금액입니다. 2000년부터 자료를 저희가 확인 할 수 있

어서 국제정책의 향을 많이 받고 남북관계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서 굴곡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기에 그것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이렇게 지표로써 확인 될 수 

있는데요. 2005년 이후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사실 90년대하고 2000년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적의료의 지

식수준이라든지 매니지(manage) 되고 있는 근본적인 아웃컴(outcome)

을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중에 북한과 동일한 로

우 인컴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중동에서 뽑아

봤는데요, 빨간색으로 상당히 점수가 좋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데

요. 모성사망비도 그렇고 신생아 사망비도 굴곡이 있지만 수치는 사실 낮

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재원이 들어갔을 때 기본 서비스가 작동을 한다

는 것을,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는 

그 기능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지원되는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의료시장의 구조적

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에 가장 적절한 지원이 무엇인지 전략이 사실 필요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중 또 하나가 예

방접종률인데요. 예방접종률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본 필수 예방

접종이 우리보다 세 개가 적습니다. 보시면 거의 2004년 이후부터는 

95~6%까지 예방 접종이 증가를 했습니다. 모자 보건, 그 많은 금액 중에 

유니세프와 WHO에서 집중 투자를 했고, 예방접종으로의 지원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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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습니다. 보시면 그 효과도 명확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직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오른쪽은 비타민 A 공급인데요. 비

타민 A를 줬을 때 모두에게 실제 지원이 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는 것

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쫙 주면 확 필요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동의 양결핍과 

관련해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5세 이하 아동 중에 양결핍 중에서 장기

적인 양결핍의 향을 받는 것이 키인데요. 성장지연, 스턴팅

(stunting)의 유병률을 보았을 때 북한은 다른 노인컴(no income) 국가 

노미들링(no middling)국가에 비해서 개선되는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유병률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외부에서 지원을 줬을 때 그만

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30% 정도의 적지 않은 

유병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도 마찬가지고요. 설사로 인해 사망하는 아의 숫자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설사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세미만 유아의 설사 증

상을 지난 2주간 경험한  퍼센테이지, 2002년도랑 2009년과 크게 다르

지 않거든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무상치료제도에서 국가에서 모든 국민

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스템부터 의료시장 구조와 변화에 의해서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키는, 건강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가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구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E

중간에 죄송한데 자료 출처가 유니세프(unicef)로 되어 있잖아요. 그

게 콜렉션(collection)이 유니세프(unicef)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의 당국으로부터 통계를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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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그래서 사실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유니세프(unicef)와 WHO는 

지역 사무소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데이터 콜렉션(collection)

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니세프(unicef)의 직원 같이 데이터 콜렉션

(collection)을 하는 기관 중 하나가 유니세프(unicef)와 WHO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유엔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유니세프(unicef)와 WHO가 가장 큽니다. 많은 자료들이 북한 당국에 의

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 데이터가 어디 출처인데 그건 어렵고 

WHO에서도 그것에 대한 기구자체의 한계점에 대해서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R

FAO나 WHO 자료에서 보면요 앞에 문구가 나옵니다. ‘북한 당국의 협

조에 의해서 일정한 데이터를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계기구들이 발표한 통계를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E

왜냐하면 말라리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전염을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 쭉쭉 올라가는데 북한은 없는 것

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추하면 일부 데이터는 맞을지 모르

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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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곡선을 봤을 때 증가하는 그 곡선과 남한에

서의 증가 수준이 비슷합니다. 지금 다시 감소를 했으나 사실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이 다시 끊기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 E

말라리아는 올라가는 것, 추세가 있는 것이에요?

⧠ U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막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말라리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왼쪽은 지역별 곡물 생

산능력이고 오른쪽은 국제기구의 지역별 접근성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흰색이 곡물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노란색이 접근성이 떨

어지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가장 필요한 곳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강도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적고 거기에 워낙 군사기 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고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별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

고 지금 2000년 이후부터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서 지역 쪽으로 필요에 따라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북한이 산모의 양 상태를 지역적으로 편차를 봤을 때 미세 양소의 

공급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빈혈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5세 이하 사망률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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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조산입니다. 조산은 산모의 양과 직결이 되고요. 빈혈이나 양 

결핍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망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산모의 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 양소의 공급이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급에 있어서 지원의 불균형이 있고 지역적 

편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과 도시의 모성 사망

비율을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10만 명 당 몇 명의 모성이 사망하는지 확

인하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 105, 이것이 2009년도 자료인데 도시 같

은 경우에는 70정도 됩니다. 1.5 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이러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사망비율에 까지 향을 끼치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포함된 분야는 아닌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원에 있

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 해서 추가를 했는데 

몇 장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보건성부터 해서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조직도도 같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인터뷰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파악했을 때에 지금 대북지원의 키 플레이어들은 크게 네 

개입니다. 국제기구, 한국정부 해외민간, 국내민간단체인데 북한 정부에

서 각 단체를 대면하게 되는 대면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당히 제약도 그 대면기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국제기구는 해외 민간단

체의 경우에는 당이 아닌 내각과 직접 연결을 해서 교류를 하고 교섭을 

하게 되지만 한국정부나 국내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하고 직접 상대

를 해 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고요. 이러한 장단점이 각 기구마다 존재를 하게 되서 모자보건 측면

에서 봤을 때 지금의 변화된 상황들을 봤을 때 평양 외 지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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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외교, 호담당 의사의 지적 수준,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책임이 개인으

로 넘어갔기에 개인의 지식수준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한 접근이 가능한 도너(donor)나 의료기구의 지원의 활성

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는 그러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Q

우리 대한민국도 민간 쪽이 되겠지만 우리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라고 개념자체가 잡기 힘들지만. 

⧠ U

전체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보건의료지원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2000

년 중반 이후부터는 50% 가 넘습니다. 큰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인도적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과 관

련된 지원이라든지 규제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지원보다도 의료지

원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또 WHO, 

유니세프 이렇게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

습니다. 보건의료지원에 있어서 1도너(donor)가 가장 큰 도너(donor)가 

한국정부입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 Q 

우리 의료진들이 직접 가서 북한 주민들을 진료한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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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실질적인 그 전 정권 이전, 2008년도 이전에는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에서도 평양에 어린이 병원을 지었고 실질적 의사들 간의 교류도 있었고 

지원도 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 되었던 것이 2008년도 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인적교류는 중단이 되었죠.

⧠ I

개성공단은 촉진하고 있어요.

⧠ Q

그건 그렇습니다. 남북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국자 정책만 있

었지 북한주민에게 우리 진실성을 보여주는 인도적 차원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 U 

사실 그때에도 상당히 자원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L

북한이라는 체제가 제일 맨 마지막하는 것이 인적 교류이거든요. 인적

교류도 동독도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 하거든요. 주민 접촉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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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면 1차 호담당, 리나 동 수준의 의료가 거의 그래서 

⧠ U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본인 부담금이 사실 진단 받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부가 아닐까. 약부터 해서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 

물품까지도 사실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 E

그럼 그 약은 의사들이 장마당에서 사와가지고 해주고 그런..

⧠ U

처방을 해주면 허가를 해주면 사 갖고 와서 

⧠ Q

채널A에서 지난번 우리가 의료가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병

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 알려준 곳 있으면 사와가지

고, 찾아가지고 서비스 비, FEE를 더 내 가지고 진료 받고.

⧠ A

저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의사한테 사서 갖다 줘야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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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소문이거든요. 이 약이 무엇에 좋다

더라가 잘 못 소문이 났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약을 찾게 되면 그게 이

제 요즘 나오는 마약 중독이라든지 사실 결핵약이 입맛을 좋게 한다는 잘

못된 소문이 나서  그게 내성결핵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

분들을 사실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교정해 줄 필

요도 있고요. 그러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I

결핵을 1호병이라고 해요. 그 1호부터 병이 있어요. 1호가 결핵 맞죠? 

2호가 과민 무슨. 

⧠ G

우리로 치면 법정 전염병. 

⧠ I

1호병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의사들은 통칭해 1호병 환자라고.

⧠ B

이런 상황을 어떤 형태로 간에 북한 정부가 정착을,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어떤 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과 5년 전과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을 것 같

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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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니 이게 전공을 이것을 해서, 사실은 북한이 무상치료제가 무너지기 

80년대 중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90

년대에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는데. 북한병원에 당 간부들 진료실이라

고 해서 약이 따로 있어요.  차별 진료인데 북한을 볼 때 제도는 국의 

NHS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제도하고 현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체제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90년대부터 같이 무너졌습니다. 교육도 같이 무너졌고 무상교육

도 거의 무너졌었어요.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권한이 

있는 의사들이 그나마 직장 이탈 높았었는데 의사들이 그래도 병원을 지

키는 경우가 많아서 7.1 조치 때 의사급여가 올라 그것으로 보상해 줬습

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북한이 보건의료법을 정비하기 시작합니

다. 그때 이제 보건의료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게 되요. 쉽게 말해 법이 

제도적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했고 의료법도 그 시기 무렵에. 제도하고 현

실이 따로 놀긴 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같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도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좋았던 시기 탈북하신 분들

은 그래도 여기 왔지만 북한에서 병원 갔을 때 돈 안내는 것은 참 좋다, 아

주 어려울 때 병원에서 문전박대 이럴 때 오신 분들은 그게 뭐. 2002년에 

북한이 괄목할 만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신의주특구 거

기에서는 북한이 무상치료를 포기를 했어요. 사실 무상치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해요. 김일성, 김정일

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보는 것인데 51대 49로 김정일의 비중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북한이 스스로 자본주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에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그때 연구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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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상당히 놀랬었고 그때 북한이 의료보험이라는 말을 처음 공식적

으로 썼습니다. 

⧠ A

그것이 몇 년도이죠?

⧠ I 

2002년입니다. 지금 이 제도에도 사실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을 때 깜짝 놀라서 신의주 특구의 향방에 

대해서 추적을 해볼까 했는데 결국 구속 된 이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

다. 최근에 북한이 1도 1특구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렇게 쭉 보면 북한은 결국은 제도하고 현실하고 굉장히 크게 달라지

고 있다.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 통합에서 제일 힘든 부분의 

보건·의료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하고 도저히 섞일 

수가 없습니다. 봤는데 사실 52년에 무상치료를 그것을 원문을 보면 A4 

반장짜리 문서입니다. 52년 전쟁 때 지하 벙커에서 싸인한 것입니다. 그

것을 보시면 월드라이프 자료하고 갭말오알디 자료하고 지금 수집한 것

보다도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용한 시책들도 통계청에서 지금까

지 쭉 나오고, 94년 이후로 나왔는데 최근에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 T

의료 특구라는 것이 남한에서 보면 의료자본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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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 자체가 자본주의 는데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주하

는 사람에 한에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L

약간 사회보험이네요.

⧠ T

신의주 특구 안에서?

⧠ U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탈사회주의, 동유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증거가 되는 것 중에 결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항생제 사용입니다. 항생

제의 같은 경우에는 팔로업이 되지 않고 추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처방

되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이 생깁니다. 결핵이 가장 대표적으

로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약인데 제대로 먹지 않을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

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넣지 않았지만 내성결핵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

은 게 러시아와 동유럽입니다. 그것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요. 이것이 심하면 다재내성결핵으로 가게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에 있어

서 가장 높은 곳이 그쪽 지역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러한 탈사회주의 국가의 의료시장의 구조가 북한에 그

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동유럽 국가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

해서 거의 10년 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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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한 규제가 정말 속속들이 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이제 통일 후에 결핵과 같이 내성

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대비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

니다.

⧠ G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의료분야는 이런 것이 필

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는 것하고 통일 이후의 

단계하고를  분리해가지고, 통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경위나 지금 

이야기 한데로 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질병이 있을 것이고 응급조치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성

보호에 관련된 것을 주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병 군에 따라

서 이것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

은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일 이후에서는 사실은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찾아내고 인도적 지원의 형식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제를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하고 같이 가져가도 되지만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L

질병에 따라서....아 그것은 있습니다. 예방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것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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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놓치는 게 병 그것인데, 병 하면 잘 먹어야 되요. 북한이 잘 

못 먹어서 병 생기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군 키가 155cm이거든

요. 병 안 걸리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되요. 국가적으로 위기, 통일 이후의 

위기가 있다면 전염병이라든지 관리해 주어야할 매뉴얼이고 통일 이후에 

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 긴급보호 대상

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

는 문제하고, 의료부분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제

가 볼 때는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돈 내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북한이 우

리로 보면 사회보험료 납부 총액을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해

서 월급에서, 우리로 보면 건강보험료 내는 것, 연금 내는 것, 산재보험 

내는 것, 이 총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납부총액보다 높고 일반 북한기

업은 개인부담률이 약 9%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북한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부담을 높여가는 추세

인데 그러나 의료 같은 경우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북한체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7.4남북공동선언 하기 전에 당시 북측 대표가 계속 무

상치료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공동성명하기 전에 계속 자랑을 했고 그 

당시 따라갔던 000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사부 장관한테 의료보험이 

이것을 북한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기 부정하기가 쉽지 않죠. 무상치료보다 더 뛰어난 제도가 나오지 않는

다. 또 기술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돈으로 다되는데 이

것은 자원조직기술인데 질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아마 통일 되

면 의사선생님들이 상당 부분을 협진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실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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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사태시의 보건·의료의 대응 방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어떤 보건·의료적 대응 체계가 있는

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M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런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급변사태시라는 것은 대량으로 북한 난민이 왔을 경

우에 저희는 북한을 보지 않고 유입을 했을 때 남한에서 어떻게 해야 되

냐, 그때 봐야 될 것이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 사실 결핵이나 감염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

려 라고 하기 보다는 결핵과 같은 경우에는 격리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되는 질환들입니다. 갑자

기 많은 인구수가 유입이 돼서 혼합이 됐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은 분

과 안 맞은 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때 차이가 났을 때 그 때 확 홍역처

럼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대처가 미

리 있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질환군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질환별로 다른 것이 감염성 질환 

내에서도 질환별로 다릅니다. 예방접종에서 예방이 되는 질환, 말라리아

나 모기, 진드기에 의해 유발되는 그런 질환, 그 이외 피로 인해 감염된 

질환, 수인성 질환, 설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각각별로 대

처방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을 주느냐 격리를 시키느냐, 우리

나라의 시스템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

도 정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요. 실질적인 예방접종량을 얼마나 많이 늘리고 

얼마나 빨리해야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초

기 대응일 것이고 그 다음이 결핵과 같이 감염성 질환이지만 오랫동안 치

료해야 하는 성병이나 간염 등, 그 다음이 만성질환입니다. 

 모자보건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생명이 관련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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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만성질환은 사실 북한의 사망률의 1위가 만성질환, 심혈관질환

에 의해서 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

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 시스템 상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합병증에 걸려 결국에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

기적으로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환별로 다른 것은 확실하고 이것이 

대북지원, 통일 전까지는 대북지원에서 우리가 도와 줄 수가 있는 질환과 

못한 질환이 있고요. 통일 이후에 관리해야하는 질환이 말씀하신대로 다

릅니다. 그래서 대북지원에 있어서 지금 초점이 맞추어진 결핵, 감염성 

질환이나 모자보건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주 명확하고요. 추가

로 봐야하는 것이 비감염수치라는 것이거든요. 당뇨, 결핵, 혈압 그러한 

질환들인데 그게 결국 풍으로 가고 뇌출혈로 가는 것이라서 심장병이나 

그 연구가 내년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분류해서 보

셔야 하는 게 맞고요. 질환대로 봐야하는 것도 맞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 U

지금 급변사태 대비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지금 한양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급변사태가 아니라 통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대비해서 지금

⧠ U

통일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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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네 긴급보호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

신대로 통일 직후에는 남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런 여러 사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혼란을 제거를 해서 최대한 북한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남쪽에서 보건 쪽을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자마자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런 것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약품을 전달하거나 이럴 때 사실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

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의약품을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 직전의 지어낼 부분, 통

일 직후에 가자마자 시스템적인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

다.

⧠ A

일단 저희들도 연구 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

나리오를 두 가지 가지고요.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단 못 내려오게 

막는 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많이 내려와 가지고 섞

이도록 절대도록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비위생적

인 것이거든요. 일단 막고 이제 안정화 시킨 뒤에 서서히 교류하는 것이

고. 아마 우리 정부도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보 자질입니다. 보니까 그 

1996년 97년  생들이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얘들이 겨우  

17~18세이잖아요 지금? 그 17~18세 애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2000년 이후에 보니까 예방접종률이 거의 100%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면 15세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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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같이 남한하고 비슷하게 잘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쉽게 유입해

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북한의 행정 시스템이 다른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저개발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 돼있고 의약품하고 여러 가지 물품만 풍족하게 

공급만 되면 굉장히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우

리보다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예방이나 검진, 건강관리 이런 것은 우리보

다 더 잘 돼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보시고 두 번째는 최근에 우

리가 상당히 안 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

는데 결핵균을 보유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와서 결핵들이 굉장히 감염

성 질환이니까 쉽게 퍼져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의사

들 분이 어떻게 생각 하는가 궁금합니다.

⧠ U

우선 그 전에 말씀하신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 저희도 예방접종률 자

체만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하는 것이 콜드체

인이라고 백신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냉장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을 콜드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력 공급이 안 되서 작동하지 않았어

요. 작동이 제대로 되고 필요한 곳에 냉장보관이 돼서 제대로 살아있는 

백신, 홍역은 세 개의 백신이 한 번에 접종이 되는데 생백신이라서 냉장

보관이 되어야 백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냉장보관이 안 되었을 시에는 

물백신 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물백신이 접종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터민들의 면역도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퍼센테이지가 

95년부터도 높았는데도 연령별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

요. 그래서 북한에서 2007년도 홍수가 난 이후에 홍역이 아주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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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한국정부에서 6개월에서 45세까지 통으로 백신을 맞췄습니다. 

그 때 이후에 들어온 새터민은 면역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 말은 곧 콜

드체인이 제대로 작동을 잘 안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축이 되

고 재정비된 것이 2010년 이후 부터입니다. 그 때 이후부터는 조금 안심

하고 제대로 항체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입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새터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

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방접

종의 퍼센테이지가 높더라도 실제적 항체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

고 말씀하신 결핵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이주민, 다문화 가정에 의

해서도 분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나 국정원의 정보공유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 가운데서라도 대책이 필

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새터민의 보건·의료

적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금액적 지원

에서 있어서는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 A

그러니까 남한이외 북한이든 베트남이든 여러 군데서 오는데 처음엔 

입국할 때 거기에 대한 감염 관리를 거의 안하고 있다는 건가요? 

⧠ U

아닙니다. 그것은 다 스캔이 되고 결핵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판단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치료는 다 받습니다. 치료가 된 이후 3개월 

동안 하나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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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있어서 딱 붙어서 매니지(manage)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그

러한 시스템이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

서는 아직 모르지만 기본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 A

기본적으로 감염성 질환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 U

네 필요한 예방접종은 다 주고 있습니다.

⧠ P

북한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예방

접종 체계가 굉장히 잘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호담당 구육역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 모자건강부터 

물론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잘 진행이 될 때 북한사회 여러 가지 보건 시스

템이 잘 돌아갈 때 그때를 놓고 본다면 모자건강에서 해산이 하자마자 시

작을 해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모든 접종을 개인적으로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접종했는지 다 기록이 되고요. 만약 경

우 이 아이가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때 그 접종카드를 가져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들도 그 접종카드를 호

담당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 담당구역 안에 있는 소아나 어른 모든 

사람이 다 있거든요. 차트처럼 보관이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약이 과연 몸에 들어가서 활

동을 제대로 하겠는가, 라고 말하면 사실 저는 북쪽에 있을 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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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냉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사실 그

런 것도 한국보다 그 시스템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부터 파상

풍 1차, 2차, 3차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될 시기이다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거의 한 날 동시에 비행기로 약이 지방에 쫙 오고 있고요. 냉장고가 부족

하니까 큰 부두나 이런 데 가면 고기 냉장 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열악하

긴 하지만 그런 냉동 창고에 비행기로 온 그 약이 단번에 다 들어가고 개

별적인 의사마다 적정 기술을 무조건 가지고 있기 되어 있습니다. 

 그 접종 케이스는 이런 나무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한국에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작은 나무통이고 그 안에 약

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이 저희가 유리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외부하고 열 차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 무조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냉동 창고 앞에 가서 줄서

서 그 약을 받아다가 어느 학교에 해야겠다고 하면 제가 있었던 구역병원 

거의 모든 의사가 그 통을 들고 가서 약 받아서 고등학교 가서 한 교실 5

명씩 한 번에 쫙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이 잘되었는데 과연 

그 접종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었다고 보

겠느냐 점에서 사실은 담보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계는 굉장히 잘 

돼있고 만약 오늘 누구를 접종해야하는데 애가 아파서 학교 안 나왔어, 

그러면 접종에 빠졌네, 그날 저녁에 밤이 12이라도 선생은 걔네 집에서 

가서 걔를 기다려가지고 무조건 접종을 하고 싸인을 받아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누락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Q

완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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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네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약이 그런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 U

제가 궁금했던 것이 예방접종하는 날이 정해져 있나요?

⧠ P

네. 매월 몇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시기 마다 있잖아요. 그런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을 언제 했으면 두 달 후에 해야 한다, 

하게 되면 모든 학교가 다 그 날에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 동시에 동원

해야 되기 때문에. 20개 정도 중학교만 그렇게 되면 우리 병원 선생님들

이 동시에 자 오늘 오전에 광여중, 오후에는 광남중 이런 식으로 가기 때

문에.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 U

보통은 이제 필수 예방접종이 5세 미만에 다 끝나게 되는데 애기들은 

어떻게 하나요?

⧠ P

애기들은 유치원 때 다 가게 되어있고 아까처럼 못하기 되면 바로 12

이라도 그 집에 앉아서 걔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오늘 애가 유치원 못 나

왔습니다, 하면 내가 그것을 통에다 넣고 들고 가서 엄마 보는 앞에서 걔 

카드에다가 앞에서 자 오늘 11월 5일, 예방접종, 홍역, 1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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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그러면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24시간이내에 접종해야 

되거든요.

⧠ P

그렇게는 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부인과는 아니어서 사실은 직접 보

지는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24시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들볶지는 않았

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는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쩌면 24시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 G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한데 인간사회는 절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안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P

거의 안 됐을 때는 제가 93~5년에 소아과 입원실에 있었거든요. 그 때 

아마 북한사회에서 제일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그 때가 사실 잘 안 되었

고요. 북한이 전염병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두 고비가 

있었어요. 89년도 홍역이 발생해서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정신없었고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파라티브스가 있었고 장티푸스랑 해서 93년까

지 3~4년 동안 사람을 정신없이 해가지고 병원 복도에도 환자 눕히고 매

일 대변 받아 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사정까지 어려

우니까 그냥 막 죽어나갔던 때가 93~95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파라

티브스, 장티푸스, 파상풍, 콜레라 접종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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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장티푸스도 그렇고 접종을 잘 했었는데. 

⧠ U

면역도가 95퍼센트 넘으면 외부에서 들어온다 해도 퍼지지 않거든요. 

⧠ P

그러니까요. 면역이 안 되었다는 거죠. 전투를 했는데 88년도 10월 14

일 날 급행열차 타고 가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감염이 돼서 기차부터 확 

퍼져서 역 조사를 할 때 작년도 10월 14일 날 평양 제 13호 열차를 탔던 

사람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담당구역제로 있기 때문에 역학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라요.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퍼지기 시

작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거기에 저는 인원이 조금 잘 못되었다 생각했는

데 직장 나가기 싫으니까 열 3일 난다 싶으면 집에  있었고 어쩌면 인원수

에 포함에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된 체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번지는 것을 보면 예방 접

종약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 E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스템이 조직되면 바로 약물이나 

의사에 대한 지원이 모자란다. 그것만 잘 되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큰 

문제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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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국가가 계

속 책임져 줄 수 있을까죠.

⧠ A

내가 보니까 이게 그 가족이 북한의, 보면서 느끼는 게 가족의 힘이 아

직까지 단단하다. 암시장에서 의약품 구입이 활발하면 엄마로써 자기 자

식에 대한 책임감이 한국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5장 남북한 장애인 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주제발표 

제2절 토론

 





제1절 주제발표

유은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 남북한 장애인정책 경향

⧠ 2013년 7월 3일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

○ 협약 서명의 배경은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함(이규창, 2012)

－ 지속적인 인권법제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 대외적으로 인권존중이라는 선전효과를 거두면서도 내부적으

로는 북한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정치적 전략

－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 : 북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90년대 북

한의 경제난 이후 북한은 해외 원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수단

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90년대 이전, 비교적 경제사정이 양호했을 당시 북한 당국

이 장애인들에게 의족 등 기본 보장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

으나 90년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동유럽 시장과의 

거래가 단절되고 자연재해 연속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지자 국가로부터 지원이 끊긴 장애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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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더욱 고립됨(조일, 2010)

⧠ 협약 이전, 북한 장애인고용 정책의 변동 : 「장애자보호법」제정

○ 2003년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 음 동 법은 북한 장애인

에 대한 전반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총망라한 최초의 법령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선언적인 문구가 많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부재한 상황

⧠ 또한, 2012년 북한은 장애인올림픽대회에도 사상 처음으로 참가함 

○ 당시에도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참

가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이규창,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수  50m 자유형에 출전하는 선수 

1명과 임원 23명 등 총 24명의 선수단을 파견

⧠ 북한은 공훈에 의한 후천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최대로 하고 선천적 

장애에 대한 보호는 최소 수준이었으나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비록 예군인 등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그 수준 또한 현저히 

열악했지만 북한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부

터 교육, 의료, 생활보호, 주택, 시설수용보호 및 보장 등 다양

하게 시도되었고 정권초기 항일 운동과 전상자·부상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설보호·가정보호(가정요양보호)서비

스가 무상 지급

○ 반면, 유공자가 아닌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의료기기 무상보급,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은 



제5장 남북한 장애인 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199

시설보호라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용과 가족보호라는 

차원을 벗어나지는 못하여 차별과 격리라는 비판의 원인을 제공

북한은 60-70년대 평양을 국제도시화하기 위해 평양에 거

주하던 장애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적도 있음 이는 평양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장애인

들을 격리하고 수용하게 함 

⧠ 한국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고용제

도를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넘게 이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할당하는 한편, 

－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

는 대신 고용의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할당고용방식(quota-levy system)임

○ 최근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고용

중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으며(OECD, 

2003;OECD 2010). 보조금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직업훈련 등

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임. 

－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사업에서도 이들 세 가

지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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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장애인구 및 장애인 지원사업

⧠ 북한의 장애인구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 약 

8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북한의 관련 통계 미발표, 북한의 경

제난과 식량난, 상대적으로 좁은 장애자 정의로 이보다 훨씬 클 것

으로 예상(이철수 2008, 이규창, 2010)

○ 북한 장애인은 1999년 전체 인구대비 3.41%를 차지함 

〈표 5-1〉 1999년 북한의 장애인구

(단위 : 명, %)

총인구 장애인구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

22,350(천명) 763,237 165,088 168,141 26,713 296,518 37,780 68,997

계 10.00 21.63 22.03 3.50 38.85 4.95 9.04

 자료 : 1999년 조선장애자협회 장애인실태조사. 이철수 2008 재인용 

○ 반면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에서는 전체 인구대비 7.09%로 증가 

〈표 5-2〉 2008년 북한의 장애인구

(단위 : 명, %)

총인구 장애인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24,052(천명) 1,706,696 459,896 374,452 537,496 334,852

계 100.00 26.95 21.94 31.49 19.62

 자료 : 2009년 북한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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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이 2011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서 응답자의 7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함(김수암 

외, 2012)  

⧠ 2007년 남북한 장애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제1호 장애인

복지관인 “보통강 종합편의” 시설이 평양 보통강구역에 개원함 “보

통강 종합편의”시설은 북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최초의 현대화된 시

설임

○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등대복지회(통일부 산하 비 리 민간단체)

는 2004년 설립 후 북한 어린이 콩우유 급식사업을 시작으로 인

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전개해 옴

－ 2005년부터 북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보장구, 장애인차량 

등 장애인용품을 지원하다가 2006년 북한의 장애인 기구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공식 합의서를 체계하고 본격적인 지

원사업을 실시 (조일, 2010)

북한의 장애인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1998년 조선장애자지

원협회가 발족되었으며 2005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 

확대 개편됨 

－ 동 센터에는 이발실, 미용실, 봉제실, 구두수선, 시계수리, 양

복점, 도장, 사진인화, 목욕탕 등 각종 작업시설이 갖추어져 장

애인들이 직업기술을 익히며 경제력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돕는 한편 무료급식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1일 3교대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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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장애유형은 15가지 유형으로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

애로 구분하고 있음

○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장애와 내부장애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작장애, 창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로 구성됨 후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로 구분됨 

○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발달)장애가 여기에 해

당됨  

○ 한국의 장애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대비 5.00%를 차

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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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남한의 장애인구 장애유형별‧장애등급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체
2,519,241

(100.0)
208,123

(8.3)
351,176
(13.9)

433,044
(17.2)

389,490
(15.5)

530,710
(21.0)

606,698
(24.1)

지    체
1,333,429

(100.0)
37,797
(2.8)

76,943
(5.8)

166,625
(12.5)

263,832
(19.8)

398,314
(29.9)

389,918
(29.2)

뇌 병 변
260,718
(100.0)

62,436
(23.9)

63,752
(24.5)

64,470
(24.7)

32,179
(12.3)

22,365
(8.6)

15,516
(6.0)

시    각
251,258
(100.0)

33,510
(13.3)

8,086
(3.2)

13,190
(5.3)

13,834
(5.5)

21,108
(8.4)

161,530
(64.3)

청    각
261,067
(100.0)

6,662
(2.6)

47,636
(18.2)

44,864
(17.1)

58,088
(22.3)

64,098
(24.6)

39,719
(15.2)

언    어
17,463
(100.0)

83
(0.5)

1,661
(9.5)

7,369
(42.2)

8,344
(47.8)

4
(0.0)

2
(0.0)

지    적
167,479
(100.0)

48,371
(28.9)

58,085
(34.7)

61,019
(36.4)

4
(0.0)

-
-

-
-

자 폐 성
15,857
(100.0)

8,072
(50.9)

5,241
(33.1)

2,544
(16.0)

-
-

-
-

-
-

정    신
94,739
(100.0)

4,757
(5.0)

38,410
(40.6)

51,559
(54.4)

4
(0.0)

4
(0.0)

5
(0.0)

신    장
60,110
(100.0)

3,124
(5.2)

44,276
(73.7)

50
(0.0)

411
(0.7)

12,249
(20.4)

1
(0.0)

심    장
9,542
(100.0)

270
(2.9)

1,280
(13.4)

7,599
(79.6)

21
(0.2)

369
(3.9)

3
(0.0)

호 흡 기
14,671
(100.0)

2,373
(16.2)

3,769
(25.7)

8,509
(58.0)

2
(0.0)

17
(0.1)

1
-

간
8,145
(100.0)

407
(5.0)

801
(9.8)

970
(11.9)

134
(1.7)

5,832
(71.6)

1
(0.0)

안    면
2,715
(100.0)

104
(3.8)

412
(15.2)

929
(34.2)

1,261
(46.4)

7
(0.3)

2
(0.1)

장루
․ 요루

13,098
(100.0)

13
(0.2)

162
(1.2)

960
(7.3)

5,620
(42.9)

6,343
(48.4)

-
-

간    질
8,950
(100.0)

144
(1.6)

662
(7.4)

2,387
(26.7)

5,756
(64.3)

-
-

1
(0.0)

주：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2. 장애와 통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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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이 많은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1차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대상들이 

다양한 관계로, 이들 각 대상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정책수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인 할당고용제(quota-levy 

system)에서 1차적인 정책대상은 사업주와 장애인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 완화

기능 및 고용유인 효과가 있는 지원금(subsidy) 제도를 비롯

하여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보조공학기기 사업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의 행동변화(장애인 고용)를 유도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탐색

비용(search cost)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사업에서 명시된 최종 목표는 

‘장애인고용증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

되고 있음 

－ 기금사업은 2012년 기준으로 9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 법령에 제시된 기금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지원, 보조공

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유지(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취

업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의 6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하 음27)

27) 9개 단위사업은 6개 이외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연구 및 장애인인식개선지
원이 있고,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취업지원에 의무고용점검인프라개선, 장애인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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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설립 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장

애인을 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완화 및 경감과 고용유도라

는 직접효과와 소득재분배라는 간접효과를 통해 장애인의 고

용증진을 도모하도로 설계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취업지원과 장애인직업능력개

발 사업은 장애인 취업하는데 발생하는 탐색비용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고용증진을 달

성하도록 설계됨   

〔그림 5-1〕 기금사업별 사업대상 및 사업목표

개발에 직업능력개발지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국제기능경기대회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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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내용

⧠ 장애자는 사회구성원으로의 긍지 함양과 집단을 위해 근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노동관련 제도와 질서 수립

을 통해 장애자에게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이바

지함을 목적 

⧠ 특히, 장애자를 위한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장애자의 근로배치는 기관, 전문기업소, 단체에 있음

－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보건지도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

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장애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동법 제6장 제42조)

○ 근로무능력자는 복지수급자로 분류하고 있음

－ “국가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한다”(동법 제5장 제40조)

⧠ 장애 평가기준은 내각이 정함

○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 (동법 제1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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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5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애정도는 1~3등급으로 분류함

⧠ 국가유공자(군인)를 우대대상으로 분류

○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

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동법 제7조) : 공훈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재의 속성을 반

⧠ 장애정도, 성별, 건강상태에 따른 근로배치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체질을 고

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 특히, 근로배치 시 장

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명시(동법 제5장 제31조 및 

32조)

○ 장애자근로자의 휴양, 요양, 정양 등 우선적 적용

－ 노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아야 함을 명

시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휴양, 요양, 정양 등

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동법 제5장 제37조)

○ 시간제 근로 

－ 장애자의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하며 장애정도에 따

라 8시간 이하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5

장 제36조)

장애인은 도장 파는 일, 열쇠 깎기, 시계 수리 등의 경노동으

로 주로 배치하며 노동재해로 인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

인은 경노동이 가능하여 이들을 위하여 별도의 경노동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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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들을 취업알선

○ 장애자 후견인 제도

－ “장애자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 

형제자매가 된다. 후견인은 장애자의 자립적 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6장 50조)

⧠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경 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

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야 함을 규정하고 장애자가 이용하는 건물, 시설물에는 필요한 시

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동법 제6장 제47조)

4. 제도통합관련 이슈

⧠ 남북한 장애인고용정책 제도 전개상 차이 발생 : 북한의 장애인고용

정책관련 제도 도입기 및 제도 변화기인 반면 한국은 제도적 확대기 

및 안정기로 볼 수 있음

⧠ 장애인고용 정책대상 간 차이 발생 : 북한은 후천적 장애중심인 반

면 북한은 발생시기를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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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

⧠ O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관련된 연구가 구체적

인·현실적인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통일에 대한 이

야기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서 대안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 크게 부족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훨씬 더 좀 많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너희들 통일할 준비를 

전혀 안하는 것 같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을 하겠노라는 이야기는 

가끔 들리는데 통일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레벨의 연구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

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중국이 반대

해서 통일이 어렵다 이러는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어려운거 아

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거시적 담론이나 국제관계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제일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통일과정에서 

여기서 연구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에 탈북하신 분들이나 재중동포 통해

서 북한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통일 후에 자기들 미래

가 통일 전보다 훨씬 좋겠다는 확신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그것은 통일 과정을 훨씬 앞당기는 길 일수도 있고 또 이렇

게 연구된 것을 우리 정부나 한국에서 장애인 관련 고용 정책하시는 분들

에게 전달이 되어서 거기서도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성공적인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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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남북한 장애인 정책 중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고용정책을 떠나서 장애인 정책을 일반적으로 국제정책, 장애인 고용

정책, 두 가지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증진입니다. 그런 측면에

서 복지정책은 일상생활이든지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소득 보장 쪽으로 

그리고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내에서 경제적인 삶을 어느 정도 장애인이 

갖고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텍스트적으로 그런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

다. 지금 OECE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복지정책을 같은 경우에는 축소하

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고용정책은 확대하는 측면

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

면에 복지 급여 상승이라는 재정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간다면 탈수급하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다

는 그런 기본적인 경험적인 근거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한 장애인 관련 현황을 소비 중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남북한 장애

인고용정책의 특징적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장애인고용서비스,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느냐, 네 번째로는 

짤막하지만 남북한의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제도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토론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남북한 장애인고용관련 현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 비중을 보는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비중을 볼 때 남한은 5퍼센트 정

도 북한은 3.41퍼센트 정도, 장애인 비중이 남한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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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있는데 실제 이것은 남한 같은 경우는 등록 장애인 수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 법정 장애인으로 장애인을 구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 장

애인 등록 수만 봤을 때 5퍼센트이고요. 실제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 등록 

장애인 수라는 것은 어떤 복지급여나 서비스차원에서 정책적인 규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우리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에서 장애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는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급여 수준

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비중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데 지금 여기 장애유형을 보면 북한이 지금 5개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우리하고 달

리 복합장애라는 것 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 

저희는 중복장애라고 하는데 북한은 복합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

요. 저희는 이 5가지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15가지의 장애유형을 가지

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북한에 맞추다 보니 나머지 뇌병변, 언어, 지적, 

심장, 신장, 호흡기 그래서 보시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 중에

서 신체 내부 장애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와 신체 외부 장

애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애유형을 성별로 보

시고, 장애유형별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남성 비중이 조금 더 높게 그것

은 우리나 북한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이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조금 더 높고,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든지 보장 수

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 북한이나 지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장애인의 비중을 보았습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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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장애 0세에서 9세의 비중이 낮다

는데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은 조금 더 높고요. 우리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장애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교해 보

았을 때 20대에서 49세 노동시장 가장 활발한 참여기에 장애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법이 있기 전부

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일근로자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산재 중심으로 

보호해 왔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건강 

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 사망률이나 선천적인 장애는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 고령 장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 우리와 비

교해서는 고령 장애 쪽에서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수준입니다. 교육수준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을 보이는데 우

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

오고요. 그러다보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받는 급여가 낮고 참여하는 

직종도 단순 근무 직으로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면 초등교육이 장애인 비중이 낮게 나오는데 문헌을 봤을 때 생

각되기로는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기

인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중 근로자 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데이터를 구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북한이랑 우리 자체가 경제체제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

겠지만, 근로자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23퍼센트 정도까지 근로자 신분이

고 나머지 농업이나 이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

우 고용률을 보았을 때 생산인구 대비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를 

보았을 때 36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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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잠깐만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같은 비교이지만 북한에 있어서의 

장애의 강도는 훨씬 더 높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I

이것이 자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조선불구자협회에서 2003년도에 전

수 조사한 것이 아니라 황해남도에서 샘플링 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불구자라고 합니다. 2002년 태국에서 

남측의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당시 박을동 총장, 지금은 한양대학교 산하 

복지관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조선불구자협

회 회장하고 태국에서 3박 4일 동안 장애관련 토론을 하 습니다. 그래서 

불구자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장애인이라는 말 쓰라고 해서 그 해에 장애

자라는 표현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의 공

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초의 법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법을 

보시면 노동 상실 유무를 가지고 장애를 판단합니다. 노동력을 얼마만큼 

상실했느냐 46년 12월 17일 사회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 B

우리가 같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 I

강도의 차이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북한은 대분류로 보면 세 

분류로 나누고 거기에 다시 분류합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노동능력 완전

상실, 부분상실, 일부상실. 여기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인데 북한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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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두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소도시에는 경로동 근로지라는 것이 있습

니다. 거기에는 일부 장애가 있지만 노동이 가능하신 분들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장애인도 어떤 식으로 본다면 완전히 배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

다. 그렇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

는 했는데, 물론 군대에서 다치거나 명예 군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혀 

다르고 후천적으로 공헌을 하다가 사고에 의해서 다치신 분들은 전혀 대

우가 다르고 일부 선천적인 분들 그나마 2002년 법을 통해서 조금 되었

고, 그 전에는 가족법을 통해서 북한의 장애인들은 가족이 보호하게끔 법

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에는 무의무탁 일부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어중간은 디스텐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법 나오고 

6년 7년에 노인과 관련된 법이 나오고요, 7년 8년 9년 10년에서 아동과 

여성에 관련된 법이 순차적으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2000년

대 초반에는 북한의 사회복지 법자체가 사회적 약자까지 법을 국가가 포

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시기 습니다. 쉽게 말해

서 북한의 법이 촘촘해지고 현대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부가 공

식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W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장애를 규정하느냐 정책적인 배려나 개입이, 그

런 면이 중요한데 북한에서는 근로 무능력자를 복지 수급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법에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엄격한 규정입니다. 우리

는 복지 수급자 경우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 무능력자 이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 판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근로 능력을 판단을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복지수급자와 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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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량화를 분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도 그것을 시도하

려고 등급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러한 조항

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엄격한 것 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 수급자에 대해서 대단

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특징적인 것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장

애인 고용 의무제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2003년도에 장애자 보호

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최초로 명시되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제한법이 도입되었

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러다가 90년에 장애인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안에 핵심적

인 것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에

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

무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내비라는 하는 것을 

걷고요, 만약 초과해서 고용하게 되면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은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생산성에 손실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

입니다. 그 생산성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이나 사회

적 책임에서 이것을 배려해 줘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

동 수요 측면에서 기업 중에서 노동 수요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

로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델에서 보았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정책

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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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면 상시근로자 대비 민간 같은 경우에는 2.7% 공공은 3.0%

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서 양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만 해도 1.54%로 시작

해서 2011년 2%가 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든지, 

직업훈련이든지 고용관리 표준사업 보조공학기기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이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 보호

법이 없었다면 이렇게 비교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I 박사님께서 말씀하셨

지만 장애자 보호법은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직접적인 법적 근

거를 총 망라한 최초의 법령. 그런데 선언적인 문구가 많고 이를 시행하

는데 후속조치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 계층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자 보

호법에서는 모듬뿐만 아니라 회복치료 우리로 치면 재활정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 노동관련 제도 수립을 통해서 장애자

에게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치하

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것에는 노동 조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편

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 복지 수급 보조금을 지급합

니다.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Partial Work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보시기 전에 장애인에 관해 중요한, 장애가 무엇이고 장

애인이 누군가 장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없습니다.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ICF 기준에 의해서 장애는 이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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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포괄적인 용어로써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때는 국가의 환경이라든지 정책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해

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자에 장애인을 

보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고용서비스의 대상으로 보

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되

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더 면 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학적 환전 기준

으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보는 기준이 크게 의학적 기준과 사회적 모델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의학

적 기준은 장애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능이라든

지 손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 근로 능력에 있어서 손실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의료 

치료라든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정책이라든지 서비스

가 접근하게 되죠. 반면 사회적 모델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 환경

이 그 사람을 더 장애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환

경적인 상호작용을 같이 보는 것이 사회적 모델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회적 모델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학적 판단 기

준에 머물러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체

적 장애도 내부장애와 외부장애로 나누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

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나누지만 아직 신체적 내부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다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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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장애 및 평가 기

준, 내각이 정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어떻게, 기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장애의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편협하게 한정적으로 좁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고용서비스, 장애인 정책을 보면 우대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

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 장애 중에서도 정말 노동시장에 참

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특성상 국가 유공자 중

에 군인을 우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증에 대한 말이 따로 없습니

다. 그런 차이점을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서비스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

인 목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입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

에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북한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사업주가 의무

는 부과하지만 사업주가 사실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의무고용제

를 하고 있지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서비스를 들어가고 있

습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정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생산능력이 저

하되어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갖고 온다. 

손실되는 부분만큼을 국가가 보존해 주자. 손실보존을 해주자는 입장에

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표준사업장설립, 장애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인데요, 그런 사업장을 설립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

고 장애인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지원해주고 장

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을 고용 관리하는데 유지하는 여러 비용을 제공

해준다 이런 네 가지 사업적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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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적으로는 부담금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걷는

데, 그것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자금이전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재

분배 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애인의 인적자원 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직업 훈련을 하고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같

은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갈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정보에 대한 

접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취업지원을 하는데 비장애인과 다르

게 취업지원을 하는 직원들이 함께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사업주를 만나

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고용증진이 되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르게 사업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

인에 대한 고용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자보호법을 보시면 장애 정

도, 성별, 건강상태에 따른 근로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취업 알선이 아니

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하는가, 입니다. 남한에서도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

니다. 장애인에게 더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직무 배치

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치하고 근로배치 

시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확인을 못해본 것인데 이런 배려가 있구나 생각을 한 것이 

장애인근로자의 휴양 요양 등을 우선적 적용한다. 노동에 참가하는 장애

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

애자에게 휴양, 요양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고용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률 70% 달성 같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시간적 근로가 나왔는데 이

것은 비장애인도 모두 해당됩니다. 장애인은 오히려 시간제 근로가 더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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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시간제 근로

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책

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일 근로시간을 8

시간으로 한정 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8시간 이하의 근무가 가능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입니다. 남한에서는 일상생활

에 편의시설이 있고 기업체 안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 작업장 안이라

기보다는 생활환경에 편의시설 설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통합관련 이슈인데 제가 아직 북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단하게 비교해보았을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도 전개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법적으

로 많이 확대를 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후

속 조치가 없다는 것과 정책이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2003년도에 장애인

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제도 전개상의 차이

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의 차이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 장애 중심입니다. 우리는 장애 의문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등록인 

중에 한 것이지, 장애가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

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물론 의료적으로 장애인을 보고 있지만 북한은 

더욱 엄격한 의료적 중심의 장애인인 것 같고요, 우리는 현재 의료적이지

만 사회적 무대 위에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적용대상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체제의 차이점인

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근로배치도 해서 의무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장

애인이 무능력자가 아니고서는 일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는 강제적 할당으로 사업주가 실제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 할당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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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후속조치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 I

이것이 후속조치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원에 의해서. 평양의 그 

당시 한화 30억 넘게 들여서 북한 최초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

었습니다.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일반의 사회복지관 개념 가운데서 시각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하고 일반 지체장애인 복지관하

고 서비스가 다 다른데 그 당시 모 NGO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의 완공을 

시켜줬습니다. 평양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지기 까지 많은 경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 지원을 하셨던 분이 사회복지 교수님이신

데 이 분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지금 총신대에 계시는데 그 분이 후천적

으로 13세에 갑자기 안보여서, 전혀 앞을 못 보시는, 그 분 기관 중심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기관이 가장 크고 단체 NGO 단체 중심으로 상당히 많

은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쪽에서 우리처럼 전문

화된 사회복지 케어 서비스를 훈련 받은 분들이 안 계셔서 정부 바뀌면서 

교류 협력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제적 장애인 단체나 

협의에서는 북한이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 R

저는 2003년도 장애인 보호법 제정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품고 중요

한 터닝 포인트인데, 저는 시점을 보고 싶습니다. 2000년대인데 북한에

서 장애자라는 말은 2003년도에 나온 표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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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집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다 찾았습니다. 그때까지 불구자라는 표현

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불구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국내적으

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대남 관계나 동아시아, 미국 간의 관계에서도 

정신적 불구자라는 식으로 불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2000년대인가. 북한에서도 장애자와 관련된 단체가 98년도에 

아까 말하셨던 불구자지원 협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G

그 이전에 북한에는 불구자가 전혀 없다고 선언했었어요.  

⧠ R

일단 이야기는 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한국 전쟁 때 불구자들에게 지원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문제는 98년도에 처음으로 조선불구자협

회가 만들어지고 2003년도에 법이 바뀌며 장애인협회가, 2006년도 조선

장애자지원연맹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이발

관이나 상점을 운 하도록 해주더라고요. 문제는 시점 상 98년도 제 2 고

난의 행군 걷고 경제난 식량난 파탄 나고 배급체계 다 무너지고 계획체제

가 붕괴된 시점이거든요. 재미난 것은 조선장애자협회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은 조선장애자지원연맹 중앙위원회 수급된 것이고 보건성 산하가 안 

되어 버린 것이고, 그런데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 해외의 WTO

나 해외기구들 간의 협력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드림복지회

관, 등대복지회와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받는 것이 많다는 거죠. 더 재미

있는 것은 불구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국제 장애자 올림픽 위원의 준회원으로 북한이 가입을 해요. 2012년도 

작년에 런던올림픽 패럴림픽 때 처음 출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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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이번 달 국제 장애자 올림픽 총회에서 정식으로 정회원이 될 것 같

다는 회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장애자보호법이라는 것

이 촘촘하고 총 망라를 했고 그런 법이라고 하지만 후속조치도 없지만 전 

의심이 많이 됩니다. 북한이 정말로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 혹은 보호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받아내려고 포커스가 맞추어

져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거의 북한이 그나마 중앙계획이 가동되었던 시기 때 소

위 말해서 46년도 노동법령도 있었고, 78년도 노동법도 있고 북한이 지

금 헌법에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진짜 그 당시에 장애자들이나 불구자들에 대해서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한 대우가 달랐는지, 노동을 통해서 불구를 입었거나 아니면 

전쟁, 혹은 전쟁이 아니면 군 활동에서 장애를 입었을 때 지원이 정말 있

었는지, 그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노동을 통한 불구이든 군대에서 불구

이든 지원이 정말 전과 후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에서 이런 단체들 얼마나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까. 별 것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항상 의심스럽기 때문에 장애자들에 대한 지

원이나 보호에 대한 북한 당국이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히지 않습

니다. 그래서 깊이 보려고 한다면 과거 경제난이 심화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원, 보호가 과연 차이가 있었는지, 그

리고 선천성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지. 저도 가끔 뉴스 신문 보

면 장애자들에 대한 북한의 정책 같은 경우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 

이전을 시킨다든지 소비시킨다든지 인터뷰 한 내용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북동지역 5개 지역 있잖아요, 취약 지역. 강원도, 자강도, 

양장도, 함경도 이쪽에 그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

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는 것인지 노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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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활동 등을 통해 장애가 된 분들이 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G

 중요한 문제는 그런 정치적 문제보다는 북한의 저런 제도가 있는데 저 

제도를 통일이나 통일 과정 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과 관련 되서 저런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우

리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지 않

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소개시켰다는 이런 내용들이 간헐적인 신문 보도되는 정

치적 문제보다는 제도 통합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런 생각이고, 

저쪽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 U

궁금한 것이 북한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근로 배치를 한다고 하시

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용이 100% 되었다 하니 장애인도 근로 조건에 

따라서 100% 배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 I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

어서 경로동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아들하고 경로동에 같이 배치가 됩

니다. 출근을 같이 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같이 오고, 완전히 노동 능력 

상실 경우 아예 안 되고 요양해야 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선천적 장애

에 관심 있습니다. 정신 장애에 대해서 북한은 관심 많았습니다. 북한 공

부할 때 북한 49요양소 간다고, 정신지체 장애 수용소입니다. 이것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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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호시설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느냐. 첫째는 북한 자체가 장애인에 대

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둘째는 지원을 받을 곳이 그곳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국가 이미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해 외면하

기에는 제한이 있고 그렇게 축이 바뀐 것입니다. 

⧠ R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

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법이나 제도 등 보여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2003년도 장애자보호법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 W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덧붙이자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성숙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하자는 상황이 아

니었습니다. 88년 올림픽 때 국제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 관

련해서 만들어라 해서 저희 법도 그런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

에서 보면 사실 유사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북한처럼 선천적인 경우 

Care하지 않았다. 우리도 산재부터 시작해 유공자 이렇게, 물론 그 전에 

장애인 복지법이 있었지만 북한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제적 압력이든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시민적인 활동이든 그런 것이 

상황적으로 맞게 되어 저희는 90년대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 북한과 살짝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자보호법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와 발전단계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 쪽에는 지원모형입니다. 장애자보호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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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장애인의 후견인이.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지원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와 같은 형태 지원모형입

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담당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가족차원에서 실시

하는, 그런 측면해서 유사합니다.

⧠ B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것이 북한정부조직 상으로는 어디에 속합니까?  

⧠ G

보건성입니다. 

⧠ B

구체적으로 보건성 어디에

⧠ I

보건성은 국가 공로자에 대해서 명예연금군인대상자 내지는 국가 사회

적 공훈에 의해서 후천적 장애인을 집중 관리하고. 공훈에 의거해서 장애

가 되었다하면 그렇지만 일반은 당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연맹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

정부조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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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네. 그렇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관리를 할 것입니다. 

⧠ B

법의 진행 체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 I

북한 법 자체가 시행력 있는 구조가 아니고, 법 있고 그 다음엔 없습니

다. 우리하고 법률적 체제가 많이 다르고요. 아마 지금 데이터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긴 한데 신고 되지 않은 북한의 장애인이 예상보다 많다고 

국제기구가 황해남도 전수조사 이후에 추정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3퍼센트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 R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때 북한 당국이 180만 명 정도를 발표한 적

이 있습니다. 2011년도 때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발표했어요. 

⧠ I

그럼 9퍼센트라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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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2008년 북한 인구 총 조사할 때, 2010년인가?

⧠ I

그때는 장애 조사 안했습니다. 인구 센서스에는 장애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 아마 9.6퍼센트인가.

⧠ B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양실조로 인해서 아동장

애 지체장애 등이 심각하다. 발달장애도 역시.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 키가 굉장히 작거

든요. 그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 전쟁은 없었

으니 팔 다리가 없는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고, 엉뚱한 병들이 양 상태

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보건 쪽

에서 그런 것에 따른 각국의 비교에 따른 장애 발생 빈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면 전수 조사할 것 없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G

함경남도 샘플이 있습니다. 

⧠ B

예를 들어 만약 키가 155이다. 그 때 Distribution을 만들어 보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근로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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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북한의 장애의 심각성 정도뿐

만 아니라 사람의 양을 측정하는.  

⧠ B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모수가 나와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아이큐 

문제이거든요. 양이 떨어지면 아이큐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에도 문제가 생기고.

⧠ R

장애 발생 빈도, WHO 자료보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WHO에서 동

남아시아 국가들 장애 발생 관련해서 빈도를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 상으로 올해 나왔지만 기준년도가 2007년도입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 북한 조사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 B

일종의 모델을 돌려가지고 표준 추에서 일정한 북한의 상태, 추론을 할 수 

있지요. 양, 칼로리 이런 것을 그것에 따라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주고 지

금 말씀하신 것은 개별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전체 

규모가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Q

제가 보기에는 연구 과제를 실천적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오

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혼돈해서 나오거든요. 연구하시는 목적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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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와이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필요, 사회적 

질서 유지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진국일수

록 제도화가 선진국 모델로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거의 없습니다. 후

진국일수록 경제가 낮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국

가나 사회가 장애 같은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나 압력이 있는데 어느 국가나 똑같습니다. 

북한도 보면 가족 중심의 장애 치료가 우선이고 아까 유형은 큰 차이가 

없는데 북한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데, 그러면 고용률이 100퍼센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

를 해가지고 남북한 제도를 볼 때에는 북한제도는 무시해도 되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우리 기초보장제도만 해도 7등급이 되어있는데 그 기준에 

무얼 근거를 가지고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한다면 제도는 우리 기준에 맞

추어서 만약 통합과정에 있다면 그 기준에서 재조사해서 거기에 맞춰가

는 수밖에,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문제는 별도입니다. 

못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아이큐나 신체 발달 상황 이런 것은 샘플 조사

를 통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와 조합하고 접목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남북한 제도 비교는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검

토를 부탁드립니다. 

⧠ K

아까 연령별, 24세가 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60대 딱 나눠놓고. 남한은 원래 거창 사는 나라이잖아

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무슨 장애라는 말이 2003년도에 나온 것

처럼, 2013년도 어린이 장애인 전문치료 이런 것이 뭐냐면, 2003년 이전

에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샜다는 것, 사실 새로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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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단 말씀하신대로 이제 제도 충전 많이 하고 북한이 이제 사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장애정책, 사경정책 가르치는 문제거든요. 이제까

지 공공정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기업 상태, 국가기업 상태에

서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 할당제 필요 없어요. 북

한에서 장애인 정책 없었나.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부산 합

리적으로 보는데, 일단 북한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사경제로 전환하니까, 

제도상 따라가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한 주민 

양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만약 질병 대한민국 15가지 나왔지만, 

북한은 더 나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

도적 기기라든가 이런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제기되면 좀 이렇게 첫해부

터 연구해 나가면 그런대로 낫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 U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장애인고용의무조항이 없는 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없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라 하셨잖아

요. 그렇게 되면 통합한 다음에 예를 들면 북쪽에서는 100프로 고용이고 

이쪽에서는 일부만 고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합을 했을 때 북한에 경

로동을 하든 일을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쪽은 100프

로 고용을 했다는 식으로 그냥 해주게 되면 남쪽에는 장애자들하고 형평

성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 Q

그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

련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 부문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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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민간 부문은 더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장애인 고용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통합이 된다 하면 장애인들을 교

육 훈련시키는 재교육과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우열에 따라서 우선 

되는대로 취업을 시켜나가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남쪽만 

보더라도 옛날 같으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 흔

치 않았고 그 정도의 훈련이 요즘에는 자기들만의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들이 경 하고 실적도 좋습니다. 산업이 첨단화 되면서 자동화되고 아이

큐화 되니까 자격이 있어도 그 부문에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

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갑니다. 그들이 품질

이 좋고 가격이 싸니까, 일에 대한 열성도가 높으니까 경쟁력이 생깁니

다. 경쟁력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에 경쟁력 높습니다. 그런 쪽으

로 접근해 활용 생각해야지, 우리와 비교해 가지고 일자리 구하게 된다, 

이러면 풀기가 힘들 것 같다. 

⧠ R

저는 자료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생 빈도 자료가 남아 있거든

요. 2013년도 자료가 있어서 앞의 3,4 페이지가 업데이트 될 수가 있고, 

WHO 자료를 추정하다보면 그 자료에서도 시각, 청각, 지체 이런 식으로 퍼

센테이지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자료가 2013년도 자료이지만 

2007년도가 기축점이 되가지고 국제 자료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맞는지 

봐야겠지만 아까 이야기 했던 장애 빈도나 연도별로 추적해 있지 않을까. 이

것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업데이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E

저가 장애 쪽에는 처음 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의료제도를 서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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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런 스타일의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없는 것을 변화를 

이끌어서 끌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정책을 주로 

다루셨습니다. 북쪽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남쪽에서 장애인 고용

은 의미가 다릅니다. 북쪽은 일하기 싫은데 ‘너에게 적당한 일은 이것이

니 너가 가라’ 그런 정책인 것 같고, 남쪽은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곳이 

없으니 이 사람을 써라’ 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서로 고용정책은 있으나 

방향은 완전히 판이해서 이것을 믹스해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정책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 B 

교수님 말씀처럼 장애인 정책에 대해 세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는 섹션

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꽤 

있는데 북한에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

떻게 어뎁션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체제의 틀을 바꾸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일하기 싫은데 적당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을 교육시켜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씩 변하는 그런 것이 필

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P

장애인에 대해 굉장히 어렵고,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고, 북한

에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들어오면서 그랬었구나, 그

때 그랬었네, 그런 정도라 너무 죄송스럽고요. 저는 왜 2003년도부터 갑

자기 북한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 아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정말로 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 욕망

이 있었던 것 같고, 문제는 왜 갑자기 장애인을 들먹이게 되었을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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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부터 생각해본다면 사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국가에서 무

료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도 국가에서 다 맡아서 해주고 요

양소, 정문소, 휴양소 이렇게 보내면서 해주는데 실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시스템이 국가에서 계속 장애인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애인 문제를 우리도 관심을 가지다는 것을 

표면에 내세우기는 하지만 외부적인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장애

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 너희 자발적인 능력을 발휘

해’ 이런 것이니,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이 활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

었지만 다른 부분인 없다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겁주기 귀 기울이기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자기들끼리 지하에서 능력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약간의 얕은 수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장

애인이라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동 

직장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는 부문이 있어요. 고용지원법이 2003년

도에 나왔다니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

한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근로시간은 6시간이잖아요 경로동 직장은. 그

리고 6시간이 보통 북한 근로자의 일반 일일 배급 할당량이 700그램입니

다. 그런데 경로동 직장에 다니게 되면 내가 6시간 일하고 600그램을 할

당받게 되요. 그렇게 하는데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은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만큼 다녀야 국가 지원금을 주고 배급을 주기 때

문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B

600그램이라는 것은 1일 기준인가요?



236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P

1일인데 거기서 조금씩 떼고 제가 알고 있기론 실제 공급 받을 수 있는 

양은 534그램 정도입니다.

⧠ B

8시간이라는 것은요?

⧠ P

8시간 700. 그것도 완전 700도 아닙니다.

⧠ I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면요. 북한의 쌀을 모르셔서 그래요. 다 못 

먹습니다. 배급량을 못 따라갑니다. 북한의 배급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

다. 그런데 북한의 쌀이 금방 배고파요. 배급양은 그런데 대국미이다, 뭐

다 뭐다 해서 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쌀 400그램이면 한 끼 배

불리 먹어요. 이쪽 600이랑 저쪽 600이랑 달라요.

⧠ E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배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P

네 특별한 사유가, 제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봐야할지 굉장히 애매한

데 만약 이 사람이 일하다가 장애를 겪었어요. 장애는 가역적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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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비가역적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계속 보

장을 하지만 만약 이 장애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은 6시간 노동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경로동 직장에 안

배를 하는 것이에요. 경로동 직장을 다니면서 6시간 편하게 일하면서 6개

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1년이면 1년, 3년 이면 3년, 이렇게 재

활을 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 다시 8시간 일하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

이에요. 그러면 이 6시간 동안 일하게 되는 이 시점이 이 사람이 장애인으

로 분류돼, 왜 경로동 직장에 다니니까, 거기에는 지체장애인도 있고 약

간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을 정상적으로 똑같게 할 

수 없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봐

야할지 그런데 한계가 있는 장애인인 것이에요. 회복이 되면 다시 장애인

에서 사회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을지.

⧠ I

아니 그것은 일시적 장애인이라고요.

⧠ P

그럼 여기 퍼센테이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 I

일시적 장애인은 아마 포함이 안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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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네 아마 빠졌겠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가지고 경로동 직장이라는 개

념이 그러면, 아 사실 8시간이라는 것이 조금 놀랐어요. 8시간이나 일 시

켜? 옛날보다 안 좋다는 거네요.

선천적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인 가족들에게 다 

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막 밖에 나가 돌아다

니면 지방으로 추방보내기 때문에 절대 밖에 못나오게 하는, 그러면 그 사

람은 등록이 안 되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겠죠. 실지는 있고 어쩌면 선

천적인 장애보다는 저는 한국에 비교한다면 어디가 선천적인 장애인이 많

은가 하면 한국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선천적 장애가 

훨씬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지요. 

후천적인 장애인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일하다 상해 입을 때 군인을 하

다고 예 군인일 때, 군인이든 일하다 상해든 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

지 보장을 해주거든 특히 예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장애 정도

에 따라서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는 여자에게는 또 어떻게 해주고 이런 여

러 가지 약간 장려의 접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다 맡아 안

기에는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겸사겸사 외부로부터 이

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우리도 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

는 것도 좋고 그리고 책임도 국가적인 책임으로부터 소규모에 대한 책임

으로 물리기 위한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병원에서 계속 노동 판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느냐,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정말 이 사람이 일할 수 없을까, 너 

이제부터 8시간 일해, 그러면 이게 아까 정말 일하기 싫으면 그냥 아픈 것

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6시간만 일 할게요, 조금 누워서 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것도 못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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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 안 해도 되, 대신 

300그램만 먹는 거야, 그래서 300그램에 대한 배급은 그냥 주게 되죠. 

그래도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안 나가기는 하는데 정말로 안 나갈 수 있

는 조건이 되어야 되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 안 나가게 되면 북한 

시스템에서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 P

예. 그러고 여기 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요양·휴양 이런 것 과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랬잖아요. 사실은 이런 요건을 법조항에만 분과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충분히 이렇게 했어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휴양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양소 시

스템이 있고 요양소 시스템 있고 휴양소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

양소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 선진화재단이 내 직장이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내에 있는 약간 합숙 같은데 있으면서 직장 식당에서 해주

는 고급스러운 양밥 먹고 음식을 먹는 것. 편안하면서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양소 식당이고요. 그리고 요양소라는 것은 치료와 휴

식을 배합하는 상해를 입어도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재활 기간에 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조금 휴식도 필요하다, 이럴 때는 요양소라는 곳을 보

내요. 13일 정도 그 외에 표창을 주고 싶어 저 사람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

어 휴식해야 돼, 할 때는 휴양서 경치 좋고 물 좋고 시스템이 좋은 이런데 

가서 실컷 놀다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한때는 그것이 잘 되었어

요. 91년도 그때까지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정리해서 

주냐. 그것은 병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담당 구역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병원이 요양소 표 몇 개 넣어 놓고 정양소 몇 개 넣어 놓고 휴

양소 표 몇 개 넣어 놓으면 이것을 나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 해당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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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테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거기에도 로비가 들어가게 되죠. 요

양소 정양소 이런 부분들이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잘 돌아가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무리 되었는데, 잘 돌아 갔을 때는 사실 괜찮았

고 확실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던 것 같아요.

⧠ R

저도 이제 북한이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없던 법들이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법, 사회주의서 민법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는 민법 내에 가족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2000년대 들어오면 가

족법이 만들어져요. 가족의 기능이 참 중요한 것이 탁아·유아잖아요. 국가

가 대주었잖아요. 국가의 탁아소나 유치원을 가더라도 못해주니까, 국가

가 했었던 기능 중 일부를 너희들이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 취지의 의미에

서 가족법이 만들어져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가족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하

셨다시피 일단 북한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외부의 지원도 있

지만 또 하나는 의지도 있지만 북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P

취지에도 하나의 사회보장하고 의료보장, 연로보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로보장은 정년이 되게 되면 가는 것이 연로보장이고 그 외에 사회보장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이 사람의 일정한 

기간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일

하다가 다쳤거나 아니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일하던 도중에 신구전

이 심하게 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그것 다 치료할 때까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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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에서 해주는 경로동에 갈 수 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다 나아지면 가는데 만약에 계속 나아지지 않

고 점점 더 장애가 심하다,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사회보장을 주어 이제 

계속 6시간만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얼마동안 치료를 3년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미

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그 사람에게 계속 6시간 노동을 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뇌출혈로 반

신이 불수가 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하고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으면 그것이 원히 반신불수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으로이라 이렇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려면 그런 사람들도 후천적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야 앉아서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 B

그러니까 기업소에서 고용을 할 때 할당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기업

소가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단순히 할당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지, 기업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데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소가 여러 개 있을 텐데.

⧠ P

거부는 못하게 돼있는 것 같고요. 일단 북한은 학교를 졸업해서 한번 

직장에 배치를 받으면 웬만해서는 직장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직장 사람이에요.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아파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나와도 8시간 다시 일하게끔 그 직장에 가게 되요. 그런

데 그 직장이 정말로 어려운 직장이라면, 예를 들어 용광로 아니면 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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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 이렇게 어려운 직장이라면 8시간 일하지만 조금 경한 곳으로 옮겨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 일 있어도 잘 안 바뀌었습니다.  

⧠ B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 P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시스템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

은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직장자체도 특별이 할 

일이 없고 막아봤자 별 의미도 없고 나와서 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거나 대

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의미로.

⧠ B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소속이 기업소속으로 무조건 할당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P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일하게 되면 기업에 돌아가는데 일 못하게 

되면 경로동 직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 B

그럼 가능하면 다 경로동 직장으로 보내버리네요. 



제5장 남북한 장애인 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243

⧠ P

그게 왜냐면 월급이나 돈이 배급이 많이 질이 낮잖아요. 그것도 사실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네가 6시간 일할 대상이냐 하

는 것을 병원에서 틀림없이 환자를 관찰하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가 너희

들 8시간 씩 나가도 돼, 이렇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에요. 

⧠ B

기업소의 이윤은 어떻게 되요? 이윤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 P

그렇죠. 이윤 개념 없죠. 집단 체제이기 때문에 섞여서 가는 것이잖아

요. 개인이 어떤 할당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니 가도 살고 늦게 

가도 살고 얼버무려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안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 E

질문이 있는데요. 이 8시간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본인도 지키고 기업

에서도 지키게 되는지. 

⧠ P

네 거의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3교대제 하기

도 하고 2교대제 하기도 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 8시에 출근해서 4시 반까지 

일해야 한다면 4시 반 또는 5시부터 뭐가 다 있어요. 월요일 날 김일성 역사

학습, 화요일 날 강연회, 수요일 날에는 수요 강연회, 목요일 날에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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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게 어디 직장에서 하나요?  

⧠ P

네.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내고 거기 가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번 하고 밤새 새벽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한 사람은 

또 아침에 그것을 하거나 저녁 10시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E

근무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나요.

⧠ P

놀 수는 없어요. 매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과제가 나옵니다. 

노동 장법을 만들어라 무엇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 있기에 사실 막 놀거

나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사들이 많아요. 

⧠ I

점심시간은 어디 가서 밥 드십니까?

⧠ P

도시락 싸서 오기도 하고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내식당에 한 달에 식권이라는 것을 주죠. 24개면 24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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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개 줘서 그 식권가지고 먹는데 젊은 사람들 먹다보면 식권 하나가지

고 어떨 때 배고파서 식권 2개 먼저 먹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다음 날 못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도시락 싸

가지고 등과 식권을 받든가 그런데 식당이 여의치 않고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그런 것도 사실은. 

⧠ R

그런데 이제 8시간 노동이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이미 최근에 뿐만 아

니라.

⧠ G

 46년에.

⧠ R

노동 법령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유엔 노동자들 7시

간,  14~16세는 5, 6시간, 14미만은 아예 고용 못하게끔 다 만들어 놓았

는데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원자재 항상 부족하지 

에너지 부족하지 김일성 저작집에서도 50년 이미 공업화, 산업화 시기에

도 8시간 노동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와요. 자재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는데 

시간을 채우는 위주고 지금은 더 놀죠.  

이제 나중에 노니까 주말에 모여서 불급식으로 한다던지

⧠ P

자재가 생길 때에는 밤을 새우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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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8시간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노는 시간이 많이 

⧠ P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있지, 지금은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작동을 못하

고 있습니다..

⧠ E

어쨌든 간에 근무 시간 8시간 끝나고 교육 4시간 받고 집에 가서 쉬는 

것인가요? 그러면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에 쉬는 것인가요?

⧠ P

아니요 일요일에 쉰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이 휴식으로 되

어있기는 한데 쉴 때도 있지만 안 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쉰다는 것이 

무슨 사회적인 것, 예를 들어 눈이 왔다 직장 구내가 어지럽다, 그런 것도 

청소를 나가서 하게 되고 한국은 눈이 오면 알아서 다 치워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앞의 눈, 직장의 눈, 내 사무실 앞에 눈은 다 우리가 스스

로 치워야 되고 끊임없이 일이 있습니다.

⧠ G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그 요양소, 정양소, 휴양소가 나왔는데 그것

이 담당 구역별로 표를 나누어 준다고 했잖아요. 나눠주는 것이 한 달에 

할당이 어떻게 되요? 아니면 사람이 많은 구역에는 더 많이 주고. A, B, C

로 나누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누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 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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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등급이 중노동 하는 사람들, 불 옆에서 일하거나 용광로, 제련, 제일 

어렵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장에 하나가 배정된다면 이런 사람들에

게는 적어도 7~8개가 배정이 되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몇 퍼센트 이런 수치로는 생각해 보지 않아서.

⧠ B

실질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 P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 I

법도 최근에 받아들 어요.  

⧠ B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 P

 그동안 치료를 그냥 하는 거죠.

⧠ B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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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인가.

⧠ P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뇌출혈이 있어서 후유증이 있다, 하게 되면 

그냥 뭐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기본, 대중적인 치료를 하면서 어디를 시

켜가지고 마사지한다든가, 물리치료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치료가 끝이

었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어떤 기계가지고 뭘 잡고 팔을 움직인다든가 

뭘 붙잡고 걸음마를 뛰면서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 공식적으로 그런 시

스템이나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꽤 좋을 것 같아요.

⧠ B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잘 잡았다 생각이 드는 것이 지

금 복지와 의료와 장애인 재활 문제는 사회 통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시스템을 먼저 

Organize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

으로 소화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지금 다루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T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남한은 5퍼센트 정도 북한은 5퍼센트보다 

낮은데 이것이 통계가 다 안 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선천적 

장애인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요. 세계 평균하고 5퍼센트가 

어떤 것인지. 아까 분류에서 저쪽이 어떻게 보면 15개인데 내부 장애자가 

빠졌다고 하시는데 내부 장애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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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준에서 중등 교육자가 저희는 높은데 저희는 저 초등교육자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이것은 뭐 남한체제 북한을 맞추기보다도 남한 자체도 장애에 대한 것

은 앞으로 더 훨씬 더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5프로인데 의무 고

용률을 사기업 2.7 공기업 3.0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세

계적인 추세로 가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 W

장애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신체 내부 장애 같은 경우 신장, 심장, 호흡

기 이런 장애를 포함하고 있고요. 장애율 같은 경우 우린 5퍼센트 사실 장

애라는 것이 몇 퍼센트이냐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장애의 카테고

리를, 우리는 치매를 장애로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치매를 넣으면 우리 

장애율은 확 올라가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제기구가 장

애가 어디가 높다 아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국가 간에 장애 

기준이 다르고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 I

통계 자료 같은 경우 첫 번째 공개 자료는 옛날 자료입니다.

⧠ T

2011년 9퍼센트라고 말씀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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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네 9.6퍼센트 그것이 가장 최근.

⧠ R

그 9.6퍼센트라는 것이 북한장애 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 소위말해서 

⧠ I

다 하는 것이에요. 총 인구의

⧠ R

그러면 차이가 나요. 제가 봤던 올해 나왔었던 WHO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9퍼센트까지 안 나왔어요. 3퍼센트에

서 4퍼센트 사이라고,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표가 빠져있고 그

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T

그러면 10명에 1명이라는 것인데

⧠ R

그러니까 2011년도에 북한 당국이 발표한, 발표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180만 명이라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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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를 지원을 받아야 해요. 

⧠ T

지원을 받고 그러기 위해 부풀리고

⧠ G

똑같은 해에 북한이 96년에 GDP를 발표했는데, 어디에서 김종우가 

일본에서 발표할 때 조총련 앞에 2천 몇 불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국제 사

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발표할 때는 6백 몇 불입니다. 

그게 자기네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통계 숫자를 임의적으로 조절한

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 R

그러면 2011년도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장애자 수치는 근거가 뭔지 모

르겠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 WHO에서 발표한 것은 샘플 조사이거

든요. 예를 들어서 의족 같은 것 있잖아요. 의족 같은 것 국가에서 줘요. 

주면 그 중에 몇 명이 착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긴 하

는데 2013년도 것은 샘플 조사로 이 도에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몇 퍼

센트일 것이다, 그렇게 가정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180만 명이 

넘는 추정치는 무슨 근거인가요?

⧠ P

그냥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발표 자료들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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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북한에서 지금 원산 그 쪽에 스키장을 

건설했잖아요. 다음 달에 그 스키장이 완공이 된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끌어 들이는데 북한에서 추산하고 있는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날을 1년 중 

250일을 스키를 탄다고 그것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250일

이라고 써있고요. 1일 그 스키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를 5천명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1일에 5천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서 1일에 5천명이 250일 동안 스키를 탄다, 그러면 450억 달러 정도는 

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스

키를 타는 날을 250일 정한 것 하며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내

는 것이 아닌가. 

⧠ U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 상태가 불량한 취약 계층이나 이

런 것들을 장애도 하면 충분히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50프로 그 주민의 50프

로가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곳도 있고 평양이나 이런 쪽도 9프로 이 

정도까지 양 불량 및 취약계층이 어린이 등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

게 되면 그렇게 더 수치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 불량, 발달, 이런 것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 G

오늘 장애인과 관련 되서 말씀드린 것을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주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이런 것을 하면서, 현황이나 복지정

책, 고용정책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하신 것이 제가 보니까 재활수요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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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음에 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식량의 문제하고 

유아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하고 장애하고 식량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문제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이 오버래핑이 되긴 되겠지만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 B

같이 정책적인 틀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Relational하게 현실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

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논의들이 법적이나 때에 기초

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니까 끝나는데. 합리적인 

사실은 제 경험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남북한 GDP 추계관련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1인당 GDP. 그래가지고 북한이 쓴 예산,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철강생산량, 다행스럽게도 연도별로 다 

잡아낼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계속 그래프 그려서 북한을 추계했거

든요. 저는 구매력지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매력 지수를 추정하

는 방법이 있고 북한이 이제 GDP가 얼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디스카운트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흔히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와 연계시켜가지고 활용

을 하는 방법. 

 결국은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공하는 결론이 이제 73년부터 1인당 GDP가 남한이 앞섰고 그

전까지는 북한이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상당히 크리딧을 받았

어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북한의 공식 통계가 아닌 다양

한 형태의 조합을 통해서, 북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 사는 나라이니, 

그 당시 남한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인물들이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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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므로, 북한사회로 우리 시스템이 

충분히 북한을 리드할 수 있다. 교류할 수 있도록 필요 하는, 실질적으로 

북한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통일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통일 후에 어

떠한 북한을 위한 시스템을 맞출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자

연스럽게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

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리디렉티브할 것인가, 이것이 

똑같은 케이스가 90년대 초 어떤 독일재단에 있었거든요. 그때 주요 토픽

이 독일 통일이었고 오는 사람들 오는 학자마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동

독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서로 교류할 때 는데 돈만 

주면 데리고 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일 되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이 정도인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처

음부터 다 다시 시작한 케이스인데 우연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상당한 독일식의 갑작스런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

단한다면 이뤄져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통일 절차가 이루이진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이쪽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

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과 관련된 그때 93년도 91~2년도의 자료들은 제가 책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안 버렸을 텐데 가지

고 있다가 구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뒤져가지고 나오면 그 케이스를 쭉 

보시면 알 수 노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 G

오늘 남북한 장애인과 관련 되서 5가지 정도의 꼭지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제는 식량난 하고 복지실태, 여기도 아마 키 문제라든지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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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내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애인과 관련 되

서 현황 문제 남북한 복지·고용·재활수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유

아와 관련된 선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면 될거 같습니다.

⧠ I

발달장애는 선천적·후천적·환경적 그렇습니다.

⧠ G

이것은 환경이라고 해야 하나, 발달장애로 해서 5개 정도의 꼭지로 나

누어 가면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바

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장애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면 우리

가 재정지원을 다 하더라도 평양에서 패럴림픽을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해줄 것이 전략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에, 휠체어를 보

낸다든지 목발 해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관계가 바뀌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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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발표

김양희(동국대학교)

1. 서론

북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소위 ‘3년 재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량부족현상이 심화돼 매년 식량 부족량이 150만∼200만 톤에 이르렀

다. 특히 1997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게만 식량공급이 가능했을 정

도 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된 바 있다.28) 당시 여러 전문가는 다양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 이러한 추정치는 북한 전체인구 중 최대 10%에 

28) 임순희 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북한인권백서 2006』(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60.

29)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 왔다. 먼저 에버스타트(Eberstadt 2000)는 북
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수가 인구 3만 명당 1명의 비율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1990
년과 1998년의 대의원 선거결과를 비교했다. 그는 두 해 모두 같은 수의 대의원이 선출됐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인구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1987년 북한의 주민
등록자료를 토대로 추정했을 때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3백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야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량위기로 인해 3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인구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한
편, 한국통계청(1999)과 나치오스(Natsios 1999) 등은 귀순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실상에 주의
를 기울 다. 한국통계청의 경우 북한의 공공의료분야에서 종사하던 귀순자들의 정보를 취합해 
1995∼1998년간 총 27만 명의 기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나치오스는 ‘1995년
에 50만 명, 1996년에 1백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고 증언한 황장엽 前조선로동당 비서의 증언
을 중시해 기근 사망자 규모가 최고 3백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
교운동본부(KBSM 1998)와 로빈슨 등(Robinson, Lee, Hill and Burnham 1999)은 중국에 
기거하는 북한 식량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사망 및 출생상황을 조사했다. 이들은 
이렇게 얻어진 가계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식량위기동안 북한의 총사망자 규모가 최고 350만 명
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굿카인드와 웨스트(Goodkind and West 2001)는 
1959∼1961년 중국기근 시기의 사망률 변화패턴을 북한에 적용했다. 이들은 중국 기근기의 사
망률 상승치를 구한 후, 이것을 다시 1998년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실시한 북한 어린이 
양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조정했다. 이렇게 조정된 사망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1995∼2000

북한 식량난과 복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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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했다. 붕괴론자들은 당시 북한이 처한 안팎의 상황, 특히 국제적 고

립과 경제난이 체제를 정상적으로 운 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

다는 점, 최고 지도자의 유고가 체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 후

계자 김정일의 정통성이 약하고 북한이 처한 난국을 극복할 자질이 없다

는 점 등을 이유로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0)   김정

일 정권의 위기와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난

의 행군 시기 북한이 직면한 위기는 체제(system)의 위기이자 정권

(regime)의 위기라고 할 만큼 구조적으로 심각했다. 체제위기를 해결하

지 못하면 정권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체제위기

를 해결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다.31)  

그러한 점에 비춰볼 때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식량수급정책은 실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체제유지에 향을 미칠만

한 주민들의 저항이나 소요 없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

은 식량을 차등 배분하고 식량이 부족할 시 시장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주

년간 북한의 기근 사망자 규모는 60만∼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 “1994∼
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제10권 1호(세종연구소, 
2004), pp. 119∼120; 그러나 이석은 기존연구들의 신뢰수준이 낮다고 판단, 북한의 공식인구
통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기근의 존재와 기간, 심각성,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 분석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기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좁게는 25만∼69만 명에서 넓게
는 25만∼117만 명의 기근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석, 위의 글, p. 141. 

30)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통일연구』제12권 2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8), p. 94. 
31)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제

30권 2호(한국정치학회, 1996),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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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며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상황

이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북

한에서의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 해결을 위한 경제 실무적 문제가 아니

다. 북한은 2012년 농업문제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세소리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문제’32)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식량정책은 북한이 당면

한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북한은 

실제로 이를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난과 시장 확대로 발생한 각종 사회적인 

요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정보의 이동을 막

고 통제된 사회정책을 펼쳤으나 시장의 확대로 인한 정보의 확산으로 견고

했던 주민 통제력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측하고 각종 식량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정

책과 시장의 발달이 미친 사회적 향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식량난과 주민 양실태, 북한의 식량접근성과 

시장, 식량난과 시장이 북한사회에 미친 향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북한 식량난과 주민 영양실태

  가. 북한의 식량난 현황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 붕괴, 수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선

군정치 주력으로 인한 국가제정부족,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 주체농

법의 한계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32) 『로동신문』, 2011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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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식량문제가 잠시 개선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는 식량생산량의 감소와 내부 비축미의 고갈, 북핵실험 등으로 남한의 지

원 중단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한 원조 감소, 바이오 에너지 확산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는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0~2001년)

(단위: 만톤)

연도 생산량 도입량 최소소요량 부족량

2000 306 126 500 68

2001 394 153 505 △42

2002 416 121 508 △29

2003 431 96 512 △15

2004 433 88 515 △6

2005 441 118 518 △41

2006 442 36 521 43

2007 383 77 523 63

2008 422 50 526 54

2009 414 30 529 85

2010 425 36 531 70

2011 457 44 540 39

자료: 김 훈, “2013년 식량공급 현황과 수급 전망”, 『북한의 양 실태와 2013년 식량공급 현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3년 북한 및 식량상황 토론회 발표 자료집, 2013년 6월 20일), p. 3.  

 <표 6-1>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량의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감소된 것은 우리 정부의 비료지원 중단이 주

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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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인 집단체제라는 농업생산구조와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우량종자, 에너지 부족 등 농업생산요소의 공급 부족은 북한의 식량생산

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양수장, 창고, 기타 농업용 시설 미 갱신, 자연재해 피해농지, 하

천 시설의 복구지연, 산림의 황폐화 등은 농업 생산기반의 부실화를 가져

와 재해의 피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쌀 가격은 지

속적으로 상승해 북한 원화 쌀가격은 지난 2년 동안 3.25배, 달러화 쌀 

가격은 1.31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 가격 진폭이 5% 내외에서 형성되는 데 반해 북한

의 2010~2012년 연중 최대 가격진폭은 최저가격의 60% 이상으로 북한

의 곡물가격 계절진폭은 만성적 식량난을 보여주고 있다.33)

 아울러 대외관계 경색에 의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을 구

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북핵문제와 남

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지원 모금은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모금실적 부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

속되고 있는 현상이며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

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는 크게 확

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34)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의 2012년 식량배급의 1인당 목표는 연간 

213kg(하루 580g)이지만 실제 배급은 연간 70~136kg정도이며 이는 

660~1,290kcal으로 환산돼 하루 필요열량의 27~52% 수준에 그치고 

33) 김 훈, “2013년 식량공급 현황과 수급 전망”, 『북한의 양 실태와 2013년 식량공급 
현황』(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3년 북한 및 식량상황 토론회 발표 자료집, 2013년 6
월 20일) 참조.

34) 이종운, 홍이경,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분석”, 『KIEP오늘의 세계
경제』12권 28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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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35) 이에 식량배급 부족의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의 

확보를 위해 농촌에서는 소토지를 생산하거나 산야초를 채취하고 도시에

서는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친척들에게 의존

하고 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의 일부를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의 여파와 외화부족 등으로 식량부족량을 충당하지 못하

고 있다. 현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농업개혁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외적인 관계개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 북한 주민의 영양실태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양결핍이며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들의 

건강악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도시민의 식량난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각했던 가운데 2000년 이후의 식량난 상황에서도 식량부

족을 겪고 있는 주요대상은 배급제에 의존하는 일반 노동자 가정과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식량을 

제공받는 엘리트 계층과 추수 후 일정량의 곡식을 분배받아 비축하고 텃

밭 등 소토지 경작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민과 달리 배급제도에 

의존하는 일반 주민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배급량이 감소할 경우 상대

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주민들의 양실태는 다음 <표 6-2>와 같다.  

35) 김 훈, 앞의 글,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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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2012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2012.10)

지표 연령 빈도 및 유병률 95% 신뢰구간

어린이

전체 만성 양실조(stunting) 0~59개월 27.9% 26.3~29.4

중증 만성 양실조(severe stunting) 0~59개월 7.2% 6.4~7.9

전체 급성 양실조(wasting) 0~59개월 4.0% 3.5~4.5

중증 급성 양실조(severe wasting) 0~59개월 0.6% 0.4~0.7

저체중 0~59개월 15.2% 14.2~16.3%

낮은 중간상완위(MUAC)(<125mm) 0~59개월 4.1% 3.6~4.6

빈혈 0~59개월 28.7% 26.5~30.9

모유 수유의 조기 시작 0~23.9개월 28.1 26.2~30.0

완전 모유수유 0~5.9개월 68.9 65.1~72.8

적절한 시기의 이유식 도입 6~8개월 66.0 61.4~70.5

섭취한 식품군의 평균 숫자
(최대 7개 식품군)

6~23.9개월 2.5 2.4~2.6

최소 식품 섭취 다양성
(7개 식품군 중 4개군 섭취) 

6~23.9개월 26.5 24.0~28.9

임산부

낮은 중간상완위(MUAC)(<225mm) 15~49세 23.2% 21.9~24.5

                      (<210mm) 15~49세 5.3% 4.7~5.9

빈혈 15~49세 31.2% 29.6~32.9

임신 중 최소 6개월간 복합 미량 양소 보충 15~49세 26.9% 24.6~29.1

섭취한 식품군의 평균 숫자
(최대 9개 식품군)

15~49세 3.6 3.5~3.6

최소 식품 섭취 다양성
(9개 식품군 중 적어도 4개 식품군 섭취)

15~49세 49.6 47.7~51.4

UNICEF, WFP,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September 17th to October 17th 2012(UNICEF: 2013), 
pp. 7~8. 

 <표 6-2>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어린이 중 30% 정도가 만성

양실조로 나타나고 양실조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는 40%에 육박하



266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중 저체중인 아이도 15.2%에 이르며 빈

혈인 아이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30%도 넘는 임산부가 빈혈 증

세를 보이고 있다.

 <표 6-3>을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주민들의 양실태가 다

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6-3〉 북한의 건강지표

보건지표 1995~1996 1999~2002 2000년대 후반

인구 22,114,000 23,149,000 24,050,000(2008)

기대수명 70.1세 67.13세 69세(MoPH, 2006)

사망률 6.8/1,000 9.3/1,000 8.8/1,000(MoPH, 2006)

아 사망률 186.6/1,000 23.5/1,000 14.9/1,000(MoPH, 2006)

5세 이상 사망률 39.3/1,000 48.8/1,000 38.7/1,000(MoPH, 2007)

극심한 양부족 16.8%(1998) 8.1%(2002) 7%(MoPH, 2007)

모성 사망률 105/100,000 103/100,000 90/100,000(MoPH, 2008)

전문가에 의한 출산 87.1% 97%(3지역 표본조사) 99%(MoPH, 2007)

저체중 출산 10.9% 6.7%(MICS 2002년) 6.2%(MoPH, 2007)

임신빈혈 33.1%(1997) 23%

의사 수 29.7/10,000 29.7/10,000 32/10,000

병상 침대 수 136.3/10,000 136.3/10,000 187.6/10,000(MoPH, 2007)

호당 의사 수 134가족/의사 134가족/의사  

MV 접종률 60% 91.5% 99.2%(EPI, 2008)

OPV 접종률 90.66% 96.0% 99.3%(EPI, 2008)

BCG 접종률 60% 81.5% 96.9%(EPI, 2008)

DTP 접종률 58% 81% 91.7%(EPI, 2008)

TT 접종률 61.8% 83.6% 96.5%(EPI, 2008)

TB 환자수 50/100,000 220/100,000

말라리라 환자수 100,000(1999) 243,000 9,353(MoPH, 2007)

필수의약품 공급 60% 46%

장비 개선 주기 7년 10년

자료: 임강택 외,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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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사망율과 극심한 양부족, 모성사망률 등의 지표를 보면 주

민들의 식량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사망률은 1990년

대 중반 1000명당 186.6명이었으나 1999~2002년, 2000년 후반 각각 

23.5명과 14.9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극심한 양부족도 1998년에 16.8%에서 2002년 8.1%로, 2007

년에는 7%로 감소했으며 모성사망률도 1990년대 중반 10만명 중 105명

에서 1999~2002년 103명으로, 20000년대 후반 90명으로 줄었다.

3. 북한 주민의 식량접근성과 시장

  가. 북한 주민의 식량접근성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빈곤과 기근에 관한 연구에서 ‘인타이틀

먼트(entitlement)36)접근법’을 발표했다. 오늘날 이러한 접근법은 학계

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센은 기근의 원인이 식량 공급량의 저하보

다 식량접근의 상실과 박탈에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들의 식량 획득 능력

은 이들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개인들

의 식량접근지위는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힘에 의해 제약된다

는 것이다.37)

36) ‘entitlement’의 해석과 관련, 최 진은 “아시아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이 북한농업에 주
는 함의”, 『통일과 평화』제2권 1호(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0)에서 ‘권한’이라고 했고, 
정병호는 “북한 기근의 인류학적연구”, 『통일문제연구』제16권 1호(평화문제연구소, 
2004)에서 ‘권리’라고 했으며 이석은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
역별 인구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에서 ‘지위’라고 했다. 그러나 정광민은 『북한기
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 자력갱생, 기근』(서울: 시대정신, 2005)에서 함의하는 내용을 
어느 하나로 꼬집어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인타이틀먼트’라고 했다. 이에 이 글
에서도 ‘인타이틀먼트’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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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지위접근법을 적용하면 배급제는 주민들의 주

요한 식량획득통로로 이들의 식량지위가 된다. 중앙계획경제체제의 북한

은 식량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권한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가 국민

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식량이 배급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곡물의 생산량과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배급

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1994년부터 실질배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1996년에는 중앙으로부터의 식량공급이 중단되고 지방단위의 자급이 시

행됐다. 이는 국가로부터의 정기적인 배급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민

들은 배급을 통한 기존의 식량지위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식량획득경로를 

찾아나서야 했으며 기근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38)

대량기근은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식량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식량권에 관한 유엔특

별보고는 “기아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는 아무

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대의 행동을 취할 때 발생하며 식량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라고 했다.39)

특히 북한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식량배급의 차이가 크다. 북한의 식량 배급은 신분, 직업,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북한이 지배계층인 핵심계층에게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지만 일반주민들

에게는 핵심계층에게 공급하고 난 나머지 식량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

37)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pp. 45∼51.

38) 한승훈, 앞의 글, pp. 5∼6.
39) 오승진, “식량권에 관한 소고”, 『단국법학』제31권 2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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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북한에서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권력층이 모든 분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식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계층에게 식량이 집중될 수 있다. 실제로 식량공급이 줄어들었던 1990년

도 후반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인, 당정간부와 평

양거주자 등 특수계층에게 우선해 식량을 지급하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소량의 배급만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41) 

〈표 6-4〉 북한의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공급계층 해당성분 공급량 공급처 비고

매일 
공급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 서비스 요원 등

쌀 700g(백미10:잡곡0), 잡곡 세 
가지, 육류 15~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계층

1주
공급대상자

중앙당 부부장, 내각 
부총리, 제1호 고급장교, 

장성급 장교 등

식량 700g(백미7:잡곡 3), 잡곡 세 
가지, 육류, 야채, 맥주, 담배 등 
필요량(매일공급대상자와 비슷)

당 재정 
경리부

특별계층

2주
공급대상자

내각 부장, 부부장,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 내각 

각부처 국장, 과장, 
항일투사 유가족, 

웅칭호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백미와 
잡곡을 7:3, 또는 5:5), 육류 
1~6kg, 생선 1~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급카드 
제시(1~4
호 공급소)

관직 
소유자

인민반
공급대상자
(15일마다 

공급)

노동자, 사무원 등

식량 700g(백미2:잡곡8, 농촌은 
1:9), 생선 가구당 1개월에 1kg, 
육류 명절에 특별 배급 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배급소
관직 
없는 

일반인민

자료: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p. 6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4>에서 볼 수 있듯, 북한에서 농민들을 제

외한 나머지의 주민들은 모두 배급제에 의해 식량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중앙공급대상자, 일반공급대상자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앙공급대상자 그룹은 높은 정부관리, 군대를 포함한 사회의 고급 인

40) 홍성국, 앞의 글(2007), pp. 201∼202.
41) 한승훈, 앞의 글,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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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이 구성원으로 이들은 특별한 공급자에 의해 매일, 매주, 또는 격주 

중 정부로부터 식량을 받는다. 반면에 일반공급대상자들은 주에 한번 인

민위원회의 통제 아래 식량을 제공받는다.42) 북한은 지속적인 주민성분 

조사사업 및 주민통제 조치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

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해 51개 부류로 구분을 하고 식량배급 등을 

차별해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범죄전력을 갖게 되

면서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핵심, 기본, 복잡계층)로 재분류해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배급에 있어 1순위는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평양중심구역의 구

성원으로 이는 100만명 정도이며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순

위는 인민무력부, 인민보완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기타 군사인원으로 구

성되며 150만명 정도로 인구의 6%에 이른다. 3순위는 군수공장, 특급기

업소 종업원과 가족들로 400만명 정도이며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4순

위는 일반 기업소와 교원, 의사, 서비스직 노동자들로 인구의 30%인 600

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이 외 배급대상이 아닌 농민인구

가 800만명 정도로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계층별 차별 외에 지역별로도 차등해 식량을 배분하고 있

다. 평양과 같은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식량

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

울 으나 국경지역 등은 배급이 상대적으로 일찍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42)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iversity of Warwick, Department of Economics, 2003), pp. 249∼250.

43) 통일연구원 편, 『2009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32. 
44) 좋은벗들 편, 『2006~2007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서울: 좋은벗들, 2008), p. 19.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271

〈표 6-5〉 북한의 지역별 배급 감량 및 중단시점

지역 감량배급시점 배급중단시점

평양시
1995년 9개월

1996년 2개월분만 배급
감량배급 지속

평북, 신의주
1993년부터 배급 간격이 불규칙

1994년 5개월분만 배급
1995

함북 함흥 1993년 3개월분 배급 1994

평남 양덕 1994년 2∼3개월분 배급 1995

함북 회령 1992년말 한 달에 3kg으로 감소 1993년 중반

개성시 1992년 이후 5달 이상 중단 1996년 1∼7월까지 1달치 배급

자료: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14.

 특히 같은 평양지역이라도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의 핵심지지층이 몰

려 있는 평양의 중심구역은 100%입쌀(또는 80% 입쌀+20% 옥수수)을 

받지만 주변 구역의 경우 50% 입쌀+50% 옥수수를, 주변 군의 경우 30% 

입쌀과 70% 옥수수를 배급받는 등 지역별로도 차등된 배급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45)

  나. 북한 시장의 역할: 식량부족의 보완역할

북한에서 식량부족의 문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저항을 가중시켰고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때문에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은 주민들의 저항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가

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했

다. 이에 북한당국은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

공하지 못하게 되자 시장을 주민들에게 식량 확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

45) 좋은벗들 편,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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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주며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감소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시장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살기에 유리한 공

간이기는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품팔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증언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장이 먹고 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돈

이 돈을 버는 구조 으나 돈 없는 서민들은 하다못해 품팔이, 그러니

까 쌀장사들이 봇다리가 많은데 그런 거 옮기는 거 해서 돈을 받거나 

산에 있는 나무도 팔면서 차단된 상황에서 하다못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 너도나도 시장으로 몰려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편안히 살 

수 있고 또 서민들은 원재료인 낱알을 사서 국수를 만들던지 재가공을 

해서 이윤으로 먹고 살았으니 시장은 서민에게도, 간부들에게도 큰 도

움이 됐어요.(1998년 탈북, 북한이탈주민 D모씨)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도 농민시장이랑 있었지만 배급이 잘 나올 

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행위 어요.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죠.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는 시장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어요. 시장이라는 것이 생산과 공급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는 사람보

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굶어죽는 

등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을 중심으로 현

금 소득이 생기고 그것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니까 분명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어요. 특히 도시사람들은 시장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농

촌 사람들은 돈주가 될 수 없고 근근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도시사

람들 중에는 돈주도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 시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2002년 탈북, 북한이탈주민 K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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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얼마나 완화했는지는 최근 북한의 식량 상

황이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함에도 이전과 달리 아사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 빗대보면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장이 제도화되어 

북한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은 협동농장 생산분 중 초과분, 사적 경작에 의한 생

산물, 기타 중국 등에서 수입 혹은 수된 식량 등으로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에게 새로운 식량공급 루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림 6-1〕 1990년대 전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공급 루트 비교

자료: 임수호, 최근 북한의 식량사장과 시사점, 『Issue Paper』2009.10.6.(삼성경제연구소, 2009), p. 13.

북한의 1990년대 대량 아사사태는 식량 공급의 감소만이 아니라 붕괴

한 배급제를 대체할 새로운 식량공급 루트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제도화돼 식량공급이 감소하더라도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1996년과 2007년도를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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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총공급량은 각각 474만 톤과 471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음년도 아사자의 숫자는 1997년에 100만 명 전후인데 비해 2008년에

는 100명가량으로 대폭 줄은 상황이다.46) 이는 북한의 시장이 주민들에

게 식량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당

국은 정상적인 배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시장을 주민들의 식량공급 공

간으로 허용하면서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먹는 문

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저

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부족한 물자가 유통되면서 시장은 주민들에게 기존의 사회주의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진입했다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음은 물론이고 군수공업을 제

외한 각종 산업이 멈추다보니 주민들은 심각한 물자부족에 시달렸다. 국

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열어도 진열대가 비어있기 일쑤 지만 장마당과 

시장이 생기고 주민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거래하면서 물자가 유통되

기 시작했다. 시장이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돈만 

있으면 어떤 물자든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주민들의 생존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자부족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 ‘기적’으로까

지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풍족한 물자의 유통은 단순히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 주

면서 이전보다 살기가 나아졌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46) 임수호,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 『Issue Paper』2009.10.6.(삼성경제연구소, 
2009),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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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장을 통한 체제 안정화: 계획영역에의 수용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식량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됐지만 

북한 당국은 계획 역으로 수용된 시장을 통해 주민들의 통제 기반을 마

련하게 됐다. 시장이 비록 배급제처럼 주민들에게 직접 향력을 행사하

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합법화

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주기적으로 시장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비사회적

인 요소를 확산시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며 

간접적이지만 국가의 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2002년 7·1조치 직후 농민시장을 폐쇄하는 등 일체의 사

적 매매 행위를 금지시켰고, 2003년 3월 시장을 공식 역으로 수용했지

만 2005년 배급제를 정상화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통제했다. 특히 

2007년 10월에는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

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저지하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의 지시문

을 내리고 시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당국이 지속해서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통

제할 때마다 북한 당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방

증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기 확대성은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통제기제를 

고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근본적으로 계획 역에서의 공급물량 부족에 기인한 

것이어서 당국으로서는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일 

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시장거래가 중단되면 주민들의 생존이 위험해

지고 불평불만은 저항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배급제를 정상적으로 

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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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나마 시장을 통해 원자재를 구

해온 기업들의 생산 역시 전면중단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시장을 계획 역에 수용했지만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

의 계획 역에서 그저 일정정도 물자가 회전되는 상황이 되면 통제하며 

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향력 행사 

현황은 다음 <표 6-6>과 같다.

〈표 6-6〉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

날짜 출처 내용

1996/5/30 조선일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채택-국가
계획 생산품들이 불법적으로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것 방지

2001/5/21 연합뉴스 인민보안성 관리 장마당 파견 통제
2001/11 key’s* 장마당 일제 정리사업 진행 중
2002/7/1 연합뉴스 배급제 포기선언
2002/10 key’s 7·1조치 이후 국 상점 활성화 위해 장마당 거래물품 통제강화

2003/3∼4
북한민중구출 

긴급행동네트워크(RENK)
농민시장→종합시장: 합법화된 시장의 설치, 한도가격 설
정(내각지시 제24호, 내각결정 제27호)

2004/3/8 조선일보
‘국가안전보위부 가족들도 장사를 통해서 일시적 곤란을 
이겨내라’ 내부지시 하달

2004/9/7 조선신보 통일거리 시장에 인플레 대비 가격안정대책인  ‘도매반’ 설치
2005/10 조선일보 국가배급제 복귀 선언
2006/12 데일리NK 만 17세 이상의 성인 남자 장마당 장사 금지

2007/4/10 연합뉴스 양식수매상점 등장, 쌀 시장거래 공식화(2006년 12월 말) 
2007/10/12 좋은벗들 여성의 장마당 장사 연령 제한(39세 이하→49세 이하)

2007/11/12 통일연구원
장마당 장사품목, 판매가격(시장가격, 국가가격 ‘이중가
격’ 철폐) 통제

2007/12 통일연구원 ‘공산품’, 국 상점에서만 판매 가능
2008/11 좋은벗들 상설시장 ‘10일장’으로 전환(내각지시문)
2008/11 데일리NK 국 수매상점 개인장사 금지, 국가기관 지정자만 가능
2008/12 열린북한통신 ‘중국산제품’, 판매 및 구입 중단(평양시 시범)
2008/12 열린북한통신 ‘중국산제품’, 신의주 통과 없이 평양으로 바로 직운송
2009/4 좋은벗들 시장 판매금지품목 규정-‘2월 17일 방침’ 
2009/5 열린북한통신 150일 전투 독려, 장마당 개장 오후 2시→4시

2009/11/30 연합뉴스 화폐개혁-모든 상거래 중지

2010/5/26 좋은벗들
식량배급중단 인정, 주민 식량 자급자족 지시, 시장거래 
24시간 공식허용, 개인에게도 중국무역 장려

2011/1/6 연합뉴스 거름생산전투-장마당 개장시간 축소

자료: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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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불만을 해소시키

는 체제유지에 긍정적인 측면과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등으로 악 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북한은 안정적인 체제유

지를 위해 시장의 통제와 이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

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향력 행사를 통해 체

제의 안정적인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북한 당국도 시장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를 모색했다. 7·1

조치는 시장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시장경제 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및 계획경제 부문이 수취해 가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한 것

이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종합시장을 허용하면서 각종 국가납부금과 

사용료 제도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를 도모

했다. 또한 시장 경제 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예산으로 흡수해 예산

의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둬들인 돈을 공

공부문과 국 기업의 유지 등에 사용했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형국’이다.47) 

특히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 재정난이 극도로 악화되자 대부분

의 당-군-정 기관에 자체로 예산을 벌어들이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 허용

되고 장려되면서 시장을 적극 활용했다.48) 1990년대 초 각 기관 기업소

별로 식량배급의 자체해결 지시가 하달되자 식량의 새로운 무역체계가 

도입됐고 북한의 당, 군, 정 거의 모든 기관은 자체로 무역회사를 조직해 

외화벌이에 나섰다. 이들은 대외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식량을 해결하고

자 했으며 1990년 중반에는 이들의 외화벌이가 경쟁적으로 확대됐다. 이

47) 양문수,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행위자 분석”,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29∼130.

48)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
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통일연구원, 2011),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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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기관, 기업소가 자력갱생을 위해 시장경제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

상 공식 묵인되었으며 이는 시장팽창을 가속화 시켰다.49) 이들 기관과 기

업소들은 시장을 통해 운 자금을 마련하고 소속된 이들에게 식량을 배

급하는 등 안정적인 운 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에서 벌어들인 세원

으로 공공기업과 국 기업을 운 했다. 결국 고난의 행군기 식량을 비롯

한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은 시장을 통해서 국가를 운 했으

며 시장이 체제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4. 식량난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가. 주민 이동의 증대와 정보의 유입

식량난이 북한사회에 미친 향으로 주민의 이동이 증대되면서 정보의 

교류 등이 확대되고 사회통제 기능이 이완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식량배급에 관한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이 약화됐고 지역

별, 기관별로 식량을 자체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의 

유동현상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더딘 주된 이

유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유통속도가 느리다는 점이었는데 주민들의 지

리적 이동이 잦아짐으로써 정보유통도 활발해졌다. 식량난으로 인한 유

동인구의 증대는 정보유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주민들의 의식을 상당

히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50)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기근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기근에 관한 기

49) 박형중, 위의 글, pp. 222∼224.
50) 김병로, “북한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친 향”, 『통일정책연구』 제7권 1호(통일연구원, 

1998),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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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결과51)를 통해 잘 증명되고 있다.52)

식량난을 거치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외부정보의 북한 내 확산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을 오가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국경 상인들이 외부 소식을 전파하고 이 소식들은 시장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전에는 다른 지역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통행증의 발급이 까다로웠으나 식량난 이후에는 뇌물을 

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정보의 확산요인이다.53)   김일성도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창립 50돌 기념 연설을 통해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쪽으로 가면서 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섰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보아도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 넘치고 있으며 역전과 열차칸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

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54)고 말했다.

특히 교통상황의 개선과 북한 지역의 핸드폰 사용량 증가55)도 외부 정

보를 유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민들이 주로 기차를 타고 장사를 했고 이 같은 방

식은 전력상황과 철도 노후화 등으로 이동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정보

순환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소위 ‘써비차’라고 

칭해진 시외버스 운송체계가 북한에 갖춰지면서 육로 물류수송체계가 발

전했다. 이에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급속히 빨라지면서 정보순환도가 높

51) Sue Lautze, The Famine in North Korea: Humanitarian Responses in 
Communist Nations, Tufts University, 1997 참조.

52) 한승훈, “분배 측면에서 본 기근”, 『KDI북한경제리뷰』 3월호(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
팀, 2000), p. 9.

53) 하태경, “북한 시장화 보고서”, 『CEF Report』(자유기업원, 2009), pp. 15∼16.
54)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50돌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4월호(조선일보사, 1997), pp. 308∼309.
55) Marcus Noland, Stephan Haggard, “Famine in North Korea Redux?”, 

SELECTEDWORKS-From the Selected Works of Marcus Noland, Working 
Paper, October, 200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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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실시간 정보가 순환되어 과

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었던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다.56) 또한 북한주민

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몸으로 시장경제를 

체득하면서 중국과 남한의 실정에 밝아졌다. 이 같은 정보들은 북한 주민

들이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 외에도 북한 주민

들은 중국상품, 남한상품의 질적 차이를 통해 중국과 남한의 경제성장 정

도를 측정하고 상품유입을 통해 들어오는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유행의 흐름을 체감한다. 이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규범과 가치관

을 변화시키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도 서슴지 않

는 과감성을 보이는 원인이 됐다.57) 

  나. 자본주의 성격 확산과 사회통제력 약화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한 자본주의 성격들이 대거 유입되고 사회주의

적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들도 식량정치의 변화요인으로 꼽힌다. 만성적

인 물자부족과 식량난 가운데 나타난 시장은 사회주의적 정치의 골간을 

약화시키고 있다. 계획중앙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하부단위들

에서 자구적 차원의 다양한 비공식적 이차경제 활동들이 급속히 확산되

고 있다. 식량배급의 약화 등 중앙의 충분한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중앙이 행사해오던 ‘정치적 지렛대’가 상당 부분 상실된 것이다.

간부층도 불법적 경제활동 등 각종 비계획 역의 활동으로 인해 비공

식적 수입원이 창출됨에 따라 상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성이 떨어졌으

며 주민들에 대한 제제나 감시활동을 할 만한 인센티브도 약화됐다. 더불

56)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
식 변화』(통일부 용역보고서)(서울: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 2010), p. 33.

57)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앞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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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반 주민들도 개인장사, 부업 등 비계획 역에서의 비공식적 수입원

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른바 계획중앙의 

공식 일차경제가 약화된 데 비해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행위가 증대하고 

경제행위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기존 당국

가체제의 정당화 기제가 되어 온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총체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이다.58) 

 또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유시장적 특성들이 사회 전반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후 빈부격차 증대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북한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축소하고 제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

해 개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자

유시장 가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시장가격은 전체 지역의 수급 

상활을 반 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수급사정을 민감하게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나 국정가격과는 별개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유시장 가격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수요

자가 사고자 하는 수량과 공급자가 팔고자하는 수량에 의해 중심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장경제체제하의 가격결정방식과 동일한 양상을 띠

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59) 이는 북한주민들이 자본주

의적 생계방식을 터득하고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직장에서의 일보다는 부업이나 개

58)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체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p. 254∼257.

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북한의 농업부문과 연관부문간의 연계시스템 운 실태 분석(농
림부 연구용역보고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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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임금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주민들

의 직장 이탈이 보편화됐다. 또한 공공물자의 횡령이 빈번히 발생하고 관

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북한의 시장은 공직 사회의 부패구조

와 상호 연계돼 주민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북한 사회는 주민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평등주의 사상이 사실

상 무너지는 등 기존질서가 동요하고 있다.60) 

 특히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계층은 사회가 혼란스러운 기회

를 이용해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부는 식량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나갔으며 뇌물을 받아 현금을 챙기고 농민시장

과 암시장에서 사업을 벌여 개인의 부를 쌓았다. 또한 중앙에서 시장을 통

제하라고 지침이 많아질수록 감독과 통제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들의 힘은 

커지고 뇌물의 명분을 키우게 돼 “뜯어먹는 게 많아진다.”라고 말한다.61) 

실질적으로 시장은 주민의 배급용으로 할당된 식량을 몰래 전용한 당 간부

들의 부패가 증가할수록 더욱 활성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이

들은 지위를 이용해 배급계획 등을 알고 있다가 갖고 있는 식량을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에 파는 등 시장의 곡물가격까지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다. 원조식량의 유입과 체제선전력 훼손 

 서구사회의 원조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기존 북한 당국의 선전에 치명타

를 가했다. 원조식량은 북한당국이 50년 동안 해온 정치적 선전을 파괴하

고 있다. 원조식량은 자급자족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손상시키고62) 

60) 북한대학원대학교 편,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 연구(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p. 9.

61)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1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12), p. 60.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283

김정일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을 훼손시키면서 외부세계를 북한에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1997년 중반부터 약 2년 반 동안, 비록 구호요원들의 접촉

이 당 간부와 지방 관리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인도주의 구

호요원들에 의해 침범 당했다. 유엔기관과 12개의 주요 비정부기구(NGO)

에서 파견된 약 100여 명의 중립국 구호요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북한 전역

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두 개의 구호기관은 지방 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기

조차 했다. 비록 구호요원들의 행동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고 관리되었다

고는 하나 이러한 국제구호기관의 북한 침범은 지금까지 자급자족을 고수

해오고 외부세계와 고립 폐쇄되어 있던 북한 사회에서 당국의 교육이 더 이

상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다.63) 실제 한 북한

이탈주민이 쓴 북한답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나는 청단으로 가는 자동차를 타려고 해주역으로 갔다. 해주역에 

거의 다 갔을 때 꽃제비 아이들 4명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중

략) 나는 그들보고 집을 나온 지 얼마나 됐는가고 물었다. 아이들은 하

나같이 1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집을 나온 후에는 안 다녀 본 곳이 없

다고 하면서 신의주와 혜산에도 가 보았는데 거기서 중국에 몰래 갔다 

온 꽃제비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중

국에 가 보니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먹을 것도 어찌나 많은지 길거리

에 마구 버려져 있을 정도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하길 남조선은 자기들보다 몇 배나 더 잘산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어째서 중국과 남조선보다 못살고 먹을 

것도 없는 건가고 했다. 나는 아이들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62) 글린 포드 의원은 “유럽과 미국, 남한, 일본 등지에서 ‘선물’이란 딱지가 달린 수백만 톤
의 식량원조가 북한에 도착하면서 ‘주체’라는 용어에도 종말이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글린 포드 저, 윤동구 역, 『벼랑 끝에 선 북한』(서울: 한얼미디어, 2009), p. 260.

63) 나초스 저, 황재옥 역, 『북한의 기아: 기아정치 그리고 외교정책』(서울: 다미디어, 
2003), p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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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봉쇄하고 또 농사가 잘 되지 않

아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도 잘살게 될 것이므

로 신심을 잃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한결같이 미국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봉쇄한다면 왜 남조선과 미국에서 우리 나라에 쌀을 들

여보내는가고 했다.64)

 살기가 어려우니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쟁이 일어나면 살 것 같은가고 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

에는 한 판 붙어보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겠는지 미국이 

지겠는지 어쨌든 어디 한쪽은 살아나겠지 라고 말한다. 지금 조선의 대부

분 사람들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수많은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도 

군사에만 열중하는 김정일을 한없이 미워하고 저주한다. 전쟁이 일어나

면 우리에게 쌀을 준 미국이나 남조선에 총을 돌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굶겨 죽인 김정일에게 먼저 총을 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도 적지 않다.65)

또한 외국이나 남한으로부터의 원조식량으로 남한 사회를 동경하고 외

부와 북한을 비교하는 의식이 싹텄다.66)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은 외부지

원 식량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이탈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부지원 

식량을 받았다고 응답한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중 오

직 63%만이 외부 지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답했으며 인도적 지

원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응답자의 40% 정도가 외부 지원 사실

을 모르고 있었다. 외부지원이 취학 아동들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

64) 권혁, 『고난의 강행군』(서울: 정토출판, 1999), pp. 101∼103.
65) 권혁, 위의 책, p. 243.
66) 임상철, “북한의 식량난 원인과 식량난이 북한 사회에 미친 향”, 『정책과학연구』제18

집 2호(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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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지 7%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

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5% 이하의 비율이다. 이는 적

어도 정보를 통제하는 북한 당국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67) 이에 

북한에서는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호소하지만 협상단계에서 지원식량에 

‘대한민국’이나 ‘적십자’ 등의 표시를 하는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

인다. 또한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남한도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

면 표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북한 지원 식량에 끓임 없

이 표기해서 보내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68)  

 그러나 식량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조식량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이미 원조식량의 존재를 아는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

고 있다. 북한 당국도 앞으로 정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

는 북한 사회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결론

고난의 행군기가 지났지만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

은 문제로 북한 당국은 부족한 식량상황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식량분

배와 시장을 활용한 통제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67) 스티븐 해거드, 마커스 놀란드 저, 하태경 역,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서울: 
시대정신, 2006), p. 71.

68) 미국은 소액의 구호품을 제공해도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글린 포
드, 앞의 책, p. 244; 『연합뉴스』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북한과 미국은 원
조식량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한국어로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이라는 문구
가 새겨진 식량 자루 두 개를 세워놓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의 식량분배소들
에서는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이라는 자루가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 2008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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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제유지에 도움을 주는 특권층

들에게 먼저 식량을 제공하는 차등적인 식량분배를 실시해 특권층의 지

지와 결집을 이끌고 시장을 계획 역으로 포함시키며 주민들의 식량부족

에 의한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식량난은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아래로의 반발은 시장을 확대시켜 북한 당국

도 이를 계획 역으로 수용시킬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주민들의 생존과 불만해소를 위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시장을 계획 역에 수용시켰지만 그 특성상 확대되면 체제유지

에 위협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역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식

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을 통제했다. 그러나 계획 역

에서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의 통제를 완화해 주

민들에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결국 북한은 

계획 역과 시장을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며 계획 역과 시장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북한당국은 차등적 배급, 시장의 활용 등으로 지지층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와 일반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며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의 파급효과로 주민의 이동이 증대되면서 정보의 교류 

등이 확대되고 자본주의 성격이 유입됐으며 사회통제의 기능이 약화되었

다는 점과 원조식량으로 인해 북한 체제의 선전력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북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체제유지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독일,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남북통

합 시 각계각층의 혼란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회의 조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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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식량복지 부문은 통일 직후 식량부족, 배급시스템의 차

이, 행정차이로 인한 혼란 등이 예측되고 있어 식량복지정책의 통합에 있

어 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존과 통일직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조기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북한지역 취약계층과 주민들의 식량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직후 이행기적 식량복지 정책의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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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

⧠ U

‘북한의 식량난과 복지’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식량 전달체계 

북한의 현황하고 그 이후에 북한의 식량난과 주민 양실태 그리고 북한 주

민들의 식량접근성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 확보와 우리의 과제, 우리의 

과제라고 했는데 우리의 과제는 사실 통일 이후에 앞으로 제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북한 식량전달체계 현황입니다. 우선 북한 분배 국가

관리 체계를 보시면 당·내각·계획기구 중앙이랑 도시 군별로 이렇게 각

각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수매량정성부터 도 인민위

원회, 시·군 인민위원회, 시·군 협동농장경 위원회, 협동농장 이렇게 되

어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식량 배분이나 이런 계획

을 세우고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북한의 량정체계는 북한 식량 양곡정책 전반을 량정정

책이라고 하는데 김일성은 그 량정이란 식량과 관련된 사업은 곧 정치라

는 뜻이라고 말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49년에 발언한 것인

데, 그 이후에도 보면 ‘량정이 식량에 의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

람을 고루 먹이고 살게 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요. 결국은 북한은 지금 량정정책으로 해서 식량을 주민들에게서 통제

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북한 배급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시 공산주의 상태에서 부족한 

물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관리위해서 일시적으로 배급제를 도입한 것

인데, 그것은 지금 식량을 통제하면서 국가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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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김일성 유일체제 활용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원래는 임시적인 조치

로 활용했던 배급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금 이것을 보시면 내각부터 수매량정성, 도량정국, 시·군·구역 량정부를 

거쳐 각 지역의 식량보급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각동이나 이런 데에

서 보면 한 1500가구나, 2000가구 동네에  하나씩 정도 식량 배급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B 

수매량정성은 어떻게 수매를 해요? 구매과정이 어떻게?

⧠ U

앞에 보시면 수매량정성에서 이 가격제정국,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연간 

얼마만큼 생산해라 하달하고, 가장 최하에서는 농장에서 생산된 것을 수

매하는 것이고요. 

⧠ B

수매개념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것인데.

⧠ U

그렇죠. 우선 어쨌든 국가에서 수매를 하고 다 분배를 하는. 

⧠ B

수매과정 그 대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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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대가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국가에서 수매 받는

데 농민들한테는 2kg에 65전씩 국가에서 사요.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한

테 배급을 줄 때는 8전씩 줘요. 그래서 그 차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우리는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 65전씩 주고 

사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조금 싸게 8전씩 준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

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농사 지은만큼 바치고 거기에 바쳤던 시간과 

자기가 했던 일 해가지고 현금과 쌀로 분배를 받게 되는 그것을 보상으

로, 그것이 수매 받는데 아마 그렇게 량정사업소에서.

⧠ T

결국은 돈을 주고 사긴 사는 거네요. 정부에서.

⧠ P

네 65전씩 주고 사고 8전씩 공급하고. 

⧠ B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는 양곡이 무조건 가는 것이니까. 양국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돈만 주는 것이니까 농민들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현금 

조금 더 받는 것이 되네요? 

⧠ P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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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금이 나오나요?

⧠ P

일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 U

그러니까 배급을 한다고 해서 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되게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가격을 그 량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도 지불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 T

량권 더하기 돈이요?

⧠ U

네 그런데 굉장히 낮은.

⧠ R

8전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P

제가 사무원이니까 배급받는 할당이 700g이야 하루에. 제가 벌은 것을  

받는 것이잖아요. 벌은 분을 받아서 1kg에 8전식을 저는 받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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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8전을 주고받아요. 돈을 내요 그때는. 량권하고 함께 돈을 내고 받는

데, 그 돈이 전혀 아무 것도 아닌 돈이었어요.

⧠ L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 P

어쩌면, 그런데 정말 보잘 것 없는 돈이었죠.

⧠ Q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양특회계와 같이 정부가 농

민들에게 주는 보조금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차이가 북한에 설

명할 수 있는.

⧠ P

시장하고 공급소·배급소 하고의 가격 차이는 엄청 크죠.

⧠ Q

정부 부담이지. 그것이 80% 이상이 되니까.

⧠ K

지금 1kg이 40원인데, 시장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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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지금 7.1 조치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국정가격을 40원이나 45원으

로 현실화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8전.

⧠ R

그럼 8전은 최근에 ···················  칠일조치는 한참 전, 지금은?

⧠ P

지금은 전체적인 화폐가치가 바뀌었잖아요.

⧠ U

그러니까 원래 40원 정도 인데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서 유명무

실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발표를 하는데 북

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하면 그 이제 배급이 거의 무너지고 명

절이나 이럴 때 2~3일치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3일치 정도를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천 원 이상 되는 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T

배급이 무너진 셈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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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네 지금 그렇고요. 우선 제도는 남아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일반주민하

고  농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들 같

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 결산분배를 받고요. 그 결산 분배량은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표 계획의 80% 정도를 달성하면 배

급도 1년 치 중에 80% 정도만 받는 것이고요. 일반주민들은 보시면 15일

에 한 번씩 직장에서 량권을 받아서 배급소에서 이제 교환을 합니다. 이 

배급표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15개의 조각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단결근이나 지각한 횟수를 합쳐서 해당 분량만큼 

제외하고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그때를 회상하며 쓰신 

책을 보니까 지각을 3번 정도 하면 하루치가 배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각 안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직장에서 받다보니 연로보장 받는 노부모나 직장에 배치되기 

전에 자녀, 부양이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아빠의 직장,  세대주의 직장에

서 함께 발급 받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배급소에서 

필요한 쌀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도 량권이 있어

야 외식을 할 수 있고 출장가거나 이럴 때도 이걸 가지고 가거나 이런 식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배급제가 연령하고 직업을 기준으로 식량공급급수를 

측정하고 전달을 하는데 보시면 유해직종종사자나 중노동자의 경우 

900g 이렇게 있고, 연령 낮은 분들 조금이고요. 여기 보시면 죄수라고 해

서 지금 200g 받는데요, 보시면 수용소나 이런데 수감자들 그런 분들이

거든요. 이게 현재 15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5만 4천 명 정

도 되는데 이 분들 보시면 사실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배급받다 보

니까 수용소나 이런 데에서 인권탄압이 심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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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나 이런 것을 보시면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은 200g이라고  

측정이 되어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래서 쥐를 잡아먹기

도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수기에도 나오더라고요. 

⧠ B

그러면 지금 그 평균적으로 얼마를 먹어나 기본이 되는 거예요? 600g 

정도?

⧠ P

700g이 일반 노동자, 가장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는 것이 조양미 

이거든요.

⧠ U

제가 그것을 공부를 해봤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램으로 환

산이 안 되서 남한 성인들, 남한 일반 남자성인들이 약 2500kcaL 정도를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0kcaL이면 500g이 채 안되거든요. 이

것이 쌀만 환산했던 것인데 저희는 사실 밥 말고 반찬도 먹고 이러면서 

양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쌀만 환산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칼로리 계

산을 냈을 때 500g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R

유엔에서 권장하는 보통 연령대 평균 섭취 그램 수가 있거든요. 573g

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 그램 수로 계산한다면 작년 2012년도 기

준으로 김일성 생일 때만 400g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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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g이 안되거든요. 평균적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380g 정도, 올해 같

은 경우 그 정도 400g을 지급한적 없다고 합니다. FAO나 WTO 같은 곳

에서. 그래서 보통 그램 수치라고 하면 유엔 권장은 573g인데 전체 평균

을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 B

저것은 지금 법상으로만 저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 U

네. 원래 이렇게 책정이 돼있다는 것이고요.

⧠ B

실질적 아니고.

 

⧠ U 

실질적으로는 이후에 또 나오고요.

⧠ L

가두여성이 뭐에요?

⧠ P

집에서 노는 남편이 부양받고 있는, 한국식 표현으로는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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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다음을 보시면 이런 배급제의 정치경제적 기능을 보시면 북한 사회에

서 물질적 인센티브(incentive)보다 정치·사상적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화폐 임금보다 현물 중심의 임금 정책을 정착한 것

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에 대한 엄격한 할당체계로 소비 억제한 

것이고 강력한 노동 동원정책으로의 활용해서 전직이나 이직을 통제하는 

것이고 지각을 해서 안 될 정도로 배급제에서 직장을 이탈하거나 이런 것

을 사실 굶어 죽는 다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으로,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출

장가거나 이런 것도 자기 량권을 가지고 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미리 량

권을 그 지역으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이동이나 조직적 주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이제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나 이런 것으로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수령이 주신 식량이라 해가지고 수령제를 정당화 하는 중요한 수

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90년대 이후 북한 식량난과 주민 양실

태인데,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

선 간단히 추이를 보시면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절대 부족량이 1630kcal

하고 2080kcal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정말 사람이 숨 쉬거나 이

럴 때 기본적으로 양 쪽에서는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무

것도 안하고 누워만 있어도 하루에 소모되는 그런 칼로리이고, 그리고 이

거는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인데요 지금 보시면 부족량은 해마다 늘었고, 

최근에는 73만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001년 이 때 약

간 식량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수입량 보시면 지금 대부분 중국

에서 수입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원이 되고 이렇지만 줄어들고 있고요. 국

제 사회 지원 보시면 99년 이때까지 고난의 행군 직후라서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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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때 많이 지원이 됐고, 지금 보시면 

2008년 이후에서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때 북한의 핵문제나 이런 정치적 

문제로 인한 제재이고, 남한사회에서 지원이 끊긴 것이  절대적인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기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식량이 절대부족량에서 이 부분은 조금 초과되었으니 이 시기에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식량 위기의 원인을 보시면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이러면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거나 이럴 데가 없어서 그렇고

요,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수해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군정치를 주력함으로 국가재정이 부족했고,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 주체농법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90년대 

중반에 식량위기가 왔고, 200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후반 같은 경우 

이 시기에 비료부족, 농기계 부족, 전력부족도 중요한 원인일 것 같고요, 

식량생산량도 되게 감소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및 국제사회에 외

부지원이 중단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중국이 식량

수출 통제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계

속된 식량난으로 인해서 내부 비축미가 고갈되고 결정적으로 바이오 에

너지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옥수수 생산되던 것이 식량으로 활용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면서 국제식량 가격이 

2000년대 후반에 굉장히 급등하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북한이 식량난에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된 식량난으로 인해서 식량배급기준이 아까 일반 직장인 같

은 경우 700g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보시면 1955년에서 72년까지는 정상 배급되던 시기인데, 아까 

100g~900g이 급수별로 배급되는 양이고요, 이것이 일반 사무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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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하루에 700g 정도고 연간 256kg이었는데,  1973년도에는 북한이 전

시 비축미 명목으로 30일치 배급량에서 4일분을 공제하는 정책을 폅니

다. 그래서 평균 13프로가 감량이 되서 하루에 608g 정도 사무직 성인 

같은 경우는 그렇고, 87년 같은 경우에는 애국미 명목으로 여기 감량된 

것에서 또 10프로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47g 정도 연간으로 

하면 200kg정도를 배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고난의 행군 이런 

것이 시작될 때인데요, 군인들을  제외한 주민들의 경우 또 10프로를 공

제를 해서 배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92g, 연간 179kg정도이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4년 이후에는 배급기준은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배급된 규정된 기준은 언제나 하회한다고 합니다. 그 2000년대 이

후에 북한이탈주민들 인터뷰를 하면, 2000년대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 보

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급을 명절이나 이럴 때 한 3일, 일주일치도 아닌 

3~4일 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배급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계십

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정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7·1조치 이후에 45원 정

도 국정가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국대가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1500명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국

정 가격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국정가격으로 배급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2012년 내용인데 북한 양실태 조사의 주요결과를 보시면, 

어린이 경우 전체 만성 양실조인 어린이가 거의 30퍼센트에 육박을 합

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금 중증 만성 양실조가 있는데, 어쨌든 양실

조인 어린이들을 보면 거의 어린이의 40프로 정도가 양실조 상태다, 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빈혈도 30프로이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도 빈혈

이 31프로고 지금 그때 조사된 것을 보니까 남한청소년들과 북한 청소년

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4cm정도가 더 작다는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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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북한에서 취약계

층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노동을 

해서 식량을 구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낚시나 산나물 채취하기도 어려운 

질병에 걸린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꼽는데 보시면 610만명 정도가 취약계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 지

역이 식품조달 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네 지역 같

은 경우에는 상대적 양이 낮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도 인구가 많고요. 

이것이 환자나 특수 취약계층만 해도 10만 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95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나누어서 건강지표를 조사

한 것인데, 보시면 조금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고난의 행군, 이 시

기에는 1000명 중 186.6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조금 개선이 돼서 

23.5명 14.9명으로 개선이 되고요. 5세 이상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고난

의 행군 시기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극심한 양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 상태나 이런 것 보셨는데, 세 번째로 보시면 북한주민

들의 식량접근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별, 계층별로 차등된 식량을 배급 받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북한의 지

역별 배급 감량 및 중단 시점을 보시면, 전체적 고난의 행군 시기나 그럴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감량배급이라고 하지

만 그래도 계속 지속되고, 보시면 함경북도 회령 같은 경우에는 93년 중

반에 이미 중단이 되었고, 감량배급 시점도 평양은 다른 지역 비해 늦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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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도 평양 같은 경우는 특권계층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평양

시라고 하더라도 구역에 따른 차등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심구

역 11개 구역 같은 경우는 100프로 쌀을 주거나 입쌀하고 옥수수 이렇게 

제공하고요, 주변 구역 같은 경우는 50프로 입쌀 혼합된 그런 것으로 보

이고, 주변 군 같은 경우, 군에서 생산된 것을 이쪽 중심구역으로 하고 그

럴 텐데 70프로가 옥수수고, 평양 지역에서도 이렇게 차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체제유지에 권력층에 도움이 되

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그 중

심적인 권력층까지도 식량배급하지 못하면 사실상 체제가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L

아까 9등급으로 했을 때 그램이라는 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옥수수이든 

모든지 그 그램이라는 것인가요?  

⧠ U

네 혼합된 것이 900그램입니다.

섞어서 그렇게 하고요. 한참 식량난 심했을 때, 나중에 보시면 전쟁 비

축미로도 량곡보관소나 이런 데 보관했다가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보관

시설이 남한처럼 잘 되어있지 못해서 3년 정도를 비축한다고 하더라고

요. 새로 생산이 되면 생산되면 3년 전에 것을 빼서 배급하고 다시 3년 동

안 비축한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 3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쌀을 배

급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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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옛날에도 자급자족 안 되었나 보죠? 수입을 했어야 되는.

⧠ U

네. 뒤에 보면 7-80년대 그때도 안 돼서 식량을 증산해야 된다는 김일

성의 발언들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게층 별로도 차등배급을 하는

데, 다 아시겠지만  주민성분 조사사업하고 주민통계 조치를 실시하고 있

는데, 여기 보시면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 이때 3계층 51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요. 이를 다시 세분화해서 51개 부류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핵심계층은 28프로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동요계층은 45프로, 적대 27프

로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이어지다가 90년

대 중반 이후에는 식량난으로 북한주민들이 불법 월경이라는 것이 국경

을 넘는다는 내용인데 국경을 넘고, 여행도 금지되는 국가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각종 범죄 전력을 갖게 되면서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를 합니다, 중반 이후에. 그런데 여기 

핵심계층의 28프로, 45프로, 27프로, 이  비중은 그대로 해서, 핵심계층

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계층이다, 이렇게 해서.

⧠ Q

여기 표상에 매월 봉급대상자가 핵심계층입니까? 

⧠ U

네, 그렇죠. 뒤에 또 몇 명 정도 인원도 발표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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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급제에 따라서 배급을 하는 것은 이쪽 맨 밑에 부분, 처음에 보여드

렸던 그 부분고요. 노동자 사무원들 같은 경우는 식량 700g 이렇게 하고, 

동 배급소에서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매일 공급대상자 같은 경우, 핵

심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 서비스 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호위총국공급과

에서 배급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간단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심지어 

내용을 보니까 담배 60갑이라고 하는데, 매일 공급 대상자하고 1주 공급

대상자하고 주는 담배도 다를 정도로 그렇고요. 여기는 공급처도 다른데 

매일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곡물을 생산하는 곳도 따로 관리가 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 Q

여기 호위총국공급과가 핵심계층이군요. 이것이 28프로나 된다는 것

입니까?

⧠ U

아니요. 28프로 아닙니다. 여기 핵심계층 이라고 한 것은 여기까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뒤에 보시면 배급순위 1순위로 당 중앙기관, 당위원회, 

평양중심구역,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 4프로 정도니까 아까 그것보

다는 굉장히 인원수가 적은 것이고요, 지금 2순위로 배급이 되는 것은 인

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그런 군산인원 150만 명, 인구의 

6프로 정도입니다. 아까 30프로 정도면 여기 3순위까지가 지금 그런 것

이고요. 지금 4순위가 일반기업소와 교원, 의사, 서비스직 노동자 인구의 

30프로 이 정도가 중간계층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핵심계층이

라고 하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 배급한 것 연구를 보면 실

제 주민들의 전 주민 6프로 정도에게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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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있거든요. 6프로 정도면 2순위까지도 채 주지 못할 만큼 양이고요. 

그 지금 체제 유지 위한 핵심계층에게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프

로 분들까지는 완전히 핵심 권력층이기에 여기까지는 줘야지 체제가 유

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1순위, 2순위 정도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는 조금 생기는 대로 명절 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 말고 기타에는 배급 대상 아닌 농민인구가 있는데.

⧠ E

농민은 그냥 벌어서 농사에서 먹으면 안 되나요?

⧠ U

그것도 이제 수매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도 그 식량난 있을 때 농

민들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서 하거나, 실제로 수확된 것을 도둑질 한다던

가 해서 그렇게 연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고통 받았던 계층은 농민보다는 농민의 친척조차도 없는 도

시민들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Q

평양인구 얼마쯤 됩니까?

⧠ K

300만 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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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행정구역 변경 후로요? 행정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 K

행정구역에서 빠진 다음에는 25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 R

‘군’자 들어가는 곳은 면적만 클 뿐이지, 인구는 많지 않고.

⧠ U

이 표를 보시면 남한으로 오신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거주 지역별 국

가 식량배급 수혜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 여기보시면 강원도

나 인구가 적은 것은 사실 안의 내륙지방이라 못 나와서 인원수가 얼마 

없는 분들 도 있고, 지역이 조금 살만하면 많이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많은 지역은 받았다는 곳은 없고, 

보시면 평양직할시 같은 경우 60프로가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직업도 보시면 여기 군인이나 경찰이나 당일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

원수가 적습니다. 배급을 실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도 사실은 배급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

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3순위, 4순위 되는 

공장원이나 노동자 분들 많이 북한을 나오셨는데, 그분들 경우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1.6%이고 받지 못했다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의사 

이런 분들도 받았다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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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군인, 경찰이 받고 못 받고는 지역에 따른 차이입니까, 계급에 따른 차

이입니까? 

⧠ U

인터뷰했을 때 계급에 따라서도 굶고 있는 군인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

런 배급을 받는 건 이외도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추수나 이럴 때 

식량을 농민들이나 훔치거나 이런 것을 감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많

이 불법적으로 식량을 획득하거나 이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

나 계급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군인인데도 식량부족해서 굶

고 힘들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중령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떼어 먹고, 대령은 대대적으로 떼어 먹고 그런 식의 북

한 이탈 주민의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떼어먹

고, 조금 떼어먹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받는 것은 거의.

⧠ T

사병들한테까지는 거의 안가는.

⧠ U

네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을 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

는데 북한 동식물 제품 수출입 현황입니다. 96년부터 2010년인데, 여기

에 보시면 95년 이 시기에는94년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

고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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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 시기로 식량의 원조가 들어오는 것을 식량으로 대체하고 수입을 해

서 주민들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2000년 

이 시기에는 조금 괜찮아지다가,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외국 연구자인데 ‘스티븐 헤거드’하고 

‘마커스 롤랜드’가 한 내용을 보시면 96년에 외부지원이 도착할 때, 그 이

것을 국내 생산수입을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원조 식량으로 대체를 했다 

이런 것이고, 정광민 박사의 연구로는 식량수입을 늘리지 않고 식량원조

에 의존한 것은 북한당국의 의사결정이 작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

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망하고 지금도 여전히 식량 부족한데도 그

렇게 사망 소식 안 들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식량 확보의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북한 배급제는 완전히 

거의 무너진 상황이고요,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식량의 사적 거래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살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

면서 이중가격체제와 화폐가치가 하락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은 굉장히 높고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배급제가 무너지다보니 노

동력이 통제가 되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보시면, 가족

이 해체되고 꽃제비가 증가되고 전염병 창궐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아

까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부정부패가 굉장히 확산되는 것도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 약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식량을 미

국이나 각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잖아요. 그 원조 식량이 사실은 북한의 체

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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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한다?

⧠ U

네 위협을 합니다.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식량을 대체하거나 이러기도 

하지만 위협을 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 하면, 북한이탈주민 수기에서 보

면 사실 주민들 간에 정보나 이런 것이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전에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지금 우리가 못사는 것이다 이런 홍보를 했었는

데, 거기 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는데 왜 

우리한테 식량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주민들이 외부에서 식량원조가 되고 시장에서 우리 적십자나 이런 것이 

포대 채로 팔리는 것을 보고 남한 사회에 동경심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

습니다. 유럽 의회의 글림포드 의원이 있는데, 이 분이 한 얘기가 유럽이

나 미국 남한 일본등지에서 선물이라는 딱지가 박힌 식량 자루가 북한 주

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붕괴시켰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주민들에

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연합뉴스 보도인데 미국이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하면서 조건으로 내 건 것이 한국어로 된 미국의 선물이라고 

적힌 자루를 배급소에다가 2개씩 세워 놓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배급제는 사실 수령이 주는 선물이

라고 했는데, 원조 식량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합니

다. 그런 의미로 보면 보수 쪽에서 분들은 식량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

시는데, 오히려 식량을 제공한 것이 그런 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보시면 1990년대 전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공급 루트를 비교한 내용입

니다. 그 전 90년대에는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는 것만으로 식량을 공급 

받았다고 하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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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그래

서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지

만, 돈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이 도움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북한

이탈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어도 예를 들어 시장 장마당 이런 

곳에서 돈이 많은 이들이 식량 갖다 팔거나 이럴 때 등짐이라도 지거나 

이런 식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 T

품팔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 U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시장은 

식량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호 박사의 연구를 보시

면 1996년하고 2007년을 비교한 연구를 하셨는데, 96년에 식량의 원조

나 다 합쳐서 비교했을 때, 2007년이 오히려 식량이 더 부족한데 96년에

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2007년에는 100정도가 사망했다고 합

니다. 식량의 양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루트 때문에 굉장히 비슷

한 양인데도 사람들이 생존이 가능하고요.

⧠ T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식량 공급이 된다는 거죠?

⧠ U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나 이런 것은 수입량 하고 다른 것이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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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보니까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1990년 중반의 대규모 아사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당국이 시장

을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주는 표입니다. 사실 북한에서의 

시장은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니까 체제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

재이지만 한편으로 시장은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어떻게 보면 주

민들이 식량이 없거나 이럴 때, 봉기나 반란을 할 요인을 완화시켜주거나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체

제에 긍정적인 요인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한 당국이 2002년 

7.1조치에 배급제를 포기했다고 선언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

인 가격 조치를 취하고 그 때는 배급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합

법화된 시장을 설치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장세를 

받고 이러면서 국가가 그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이

러면서, 개획 역으로 수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2005년 이 정도 

되면 식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조선신보인데요, 국가가 배급

제 복귀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경

제적 요인에 의해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급제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7.1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 배급제를 복귀를 하는 것이 인터뷰 내용에도 보면 ‘그 전에도 배

급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복을 하려한

다.’ 는 내용 이었거든요. 

 다음 것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런 다음에는 장마당 연령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렇지만 지금 결국 화폐개혁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2010년 이때에는 완전

히 배급 중단을 인정한다고 하고 주민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합니다. 배급

제를 중단하면 주민들의 식량 확보를 공간위해 시장통제를 다시 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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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활용해서 그것을 조 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활

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정책을 이렇게 되고, 제도적으로 남북 통합이 되었

을 때 어떤 혼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식량 통

일 직후에 북쪽의 주민들이 남쪽에 대거 이주한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통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식량 부족에 의한 혼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식량이 아까 보셨

듯이 50만 톤에서 70만 톤이 부족한 상태이고, 남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량 자급률이 25프로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이전에도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남북 통합 시에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 식량 부족에 의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연구로 2012년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식량이 몇 

만 톤이 부족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

급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실제 통합이 되거나 이러면 북한의 만성적인 양부족이나 취약계층

들한테 식량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대상자 선정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요. 실

제로 배급한다고 해도 지금 북한 교통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이런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차이로 혼란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식량 행정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L

일반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배급 순위 같은 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계층 분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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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층 간 이동이 있느냐는 의미인가요?

⧠ L

네, 핵심계층하고 중간계층하고 적대계층하고.

⧠ I

가능합니다. 훈장 많이 받으면 되요. 

⧠ Q

특별한 케이스이죠. 

⧠ P

연로 보장, 정년 되었을 때 사실 국가 기준에 의하면 300g을 받게 되

요. 이 사람이 65세까지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적이 김일성 훈장을 

받거나 칭호를 받거나 그러면, 300g 을 받을 시점에서도 배급 600g에 돈

도 60원을 받게 되요, 그 때 기준으로 지금 60원은 조금 다른데, 그렇게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 조

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300g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훌쩍 

뛰어 올라 갈수도 있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이죠.

⧠ U

그런데 계층 간 이동 그것 관련해서는 결혼도 사실 불순한 계층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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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하면 자기도 낮아지기 때문에 결혼도 그렇게 안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

다.  

⧠ P

그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촌인 경우에 보통 북한에

서 농촌에 간 사람들은 시내를 못 가게 되어있어요. 저는 우수 아이인데 

내가 집이 농촌이거든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반드시 농촌으로 가야되

는 것이에요. 결혼을 내가 농민인 상황에서 농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래서 노동자인 남자와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를 농촌 데려오게 되는 것입

니다. 내가 농촌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있었어요.

⧠ G

그럼 계층의 하향이동이네요? 상향이동이 아니라

⧠ P

하향이동이라고 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귀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촌들 약해지고 식량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농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겼어요. 노동자들 속에서도. 예를 들면 북한에서 김일

성이나 김정일 같은 특정 사람이 갔다 왔다, 손 한 번 잡았다, 사진 한 번 

찍었다, 그러면 그 농장 그 직장이 급이 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이 어떤 청산협동농장을 그렇게 되면 그 농장이 국가에서 집중 조명 받자

나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떤 50명 한 개의 집

단이 우리 모두 청산리 협동 농장으로 지원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무조건 농촌을 간다고 해서 하향으로 봐야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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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애매하고, 또 국가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야한다고 띄

어주고 그러면 ‘아 농촌으로 가니까 국가에서 대우해 주더라.’ 이런 이미

지 제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런 것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T

하향, 상향보다는 농민인구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는 의미

인가요?

⧠ L

신분이동 대개,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의해서 올려줄 때가 많은 거죠? 

⧠ P

스스로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 L

위에서서 봤을 때, 선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경

우에 이루어집니다.

⧠ B

도시 남성이 농촌 여성이 결혼하면 농촌으로 가야하고, 거꾸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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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꾸로도, 농촌과 도시가 결혼하면 일단 농촌으로 가는 것이니 농민 인

구를 안 줄이겠다, 이런 것이죠.

⧠ U

그리고 아까 신분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해서 아까 30프로, 

27프로 40프로 비중은 절대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B

이런 계층관리는 주민등록증이 따로 있어요? 

⧠ P

공민증이 있어요.

⧠ B

공민증은 시리얼 넘버가 나오나요?

⧠ P

예 한국은 13글자 북한은 8글자 내지 9글자입니다.

⧠ G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구별을 해요? 공민증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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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니요. 공민증 여기랑 똑같이 주민등록증으로 아무 것도 구별 못하듯.

⧠ B

정보가 없나요?

⧠ P

북한 하고 한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주민등록증에 그 사람의 직업이 있

습니다. 공민증이 책처럼 여권처럼 되어있고요. 거기에 만약 선진화대학 

졸업, 임상학 연구소 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경우 제가 쌀 

없어서 막 쌀 얻으려 돌아다닐 때 불법 일을 해서 잡혔다, 할 때 공민증을 

내놓으면 ‘어 연구사네’ 이렇게 조금 봐주는 것도 있죠. 

⧠ L

계층이동은 거의 없는 것이. 

⧠ P

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 Q

여기 보면 북한사회는 4대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도 또 계층이 나눠지니까 20계층인 계급사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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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식량으로 나누는 정확한 계층은 11개입니다. 그게 11개인데 아침, 저

녁으로 부식을 배급받는 계층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의 아주 특권층 아침· 

저녁으로 부식을 매일 마다 배급받는 계층, 그리고 하루에 한번 받는 일

주일에 한번 받는, 그리고 평양 중심 한 달에 한번, 이렇게 11개로 나누어

져있습니다.

⧠ U

김일성 시대에는 12계층까지도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 배급 제대로 

못하면서 3계층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 G

그래도 최근에 그것으로 세 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 U

내용 보시면 담배 종류, 술 종류 이런 것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 G 

모든 것 가지고. 

⧠ L 

군대 계급하고 유사한데요.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321

⧠ G

군대 계급 이상입니다.

⧠ Q

지금까지 나라 체제를 갖춰서 이용한 것이 어떤 정치이론 중에 절대빈

곤을 한다면 먹이 주는 것에 따라서 끌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돈 있어야 가능하거든. 그것까지 갔을 때 지금

은 한계도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대동강 변 아파트, 스키

장 세웠으면 재정이 상당 부분 소모됐을 텐데 만약에 또 한 번 춘근 위기

가 닥친다면 금년에는 갈팡질팡해요. 그런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다면 상황이 급격히 변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U

그것도 또 연구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한 1980년도 이후에 

민주화대한 노력했지만, 배고픔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북한의 경우 주민들을 순응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주고 이러면 안돼서,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었는

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G

그것이 정치경제에서 말하는 빈곤의 경제학이지. 빈곤의 정치. 사람들

을 빈곤하게 만들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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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른 생각을 못하잖아요.

⧠ G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빈곤정치입니다. 북한이 대체적

으로 보면 경제를 운 하는 시스템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대의존 국가

라고 해서 북한이 지금 지하자원을 수출하거나 관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는 것은 기득권층의 외화 획득 능력이나 경제적 획득 능력이 강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또 북한 주민들을 해

외에다가 송출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10프로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금액 나머지는 국가가 다 가져가는데, 국가가 수탈해 가는데 지대에 의해

서 국가가 운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국가에게는 굉

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전부다 국민공제로 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화나 이런 것 잘 보이지 않습니다.

⧠ R

Q 원장님 말씀 중 생각해야할 부분이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페이퍼 

11페이지 북한 식량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은 재정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당국이 돈이 없다보니까, 당연히 생

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가 되지 못하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의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에 있어도 계속적으로 이 원

인이 90년대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50년대 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전후 복구하고 1차 5개년 계획하다보니 생산성이 쭉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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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60년대 들어가면 절반으로 토막 나거든요. 생산 안 돼 버려요.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 된 것에서 세금형식으로 당국에 들어오는데 

북한이 70년대 들어와서 대뜸 어느 나라가 이야기 했지만 사회주의 경제

성 개념이거든요. 계속해서 국가에서 이익금 들어오고 활동 단체에서 이

익금 들어오고.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70년대 들어오면 50·60년대 생

산했던 것의 반 토막도 안 되다 보니까 재정문제가 열악해집니다. 

 북한은 70년대에는 지방예산제를 실시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생산

해! 일부는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재정을 마음대로 

운 해봐! 지방의 사업 같은 것 있으면 너희들이 운 해봐!’ 이런 취지

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농업이나 공업이 생산이 안 되니까 ‘너희들 세금

을 내고 대신에 이만큼 재정을 운 해라’ 그런데 재정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9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누적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을 그나마 보탤 수 있었던 사회주의 동부 경제권이 먼저 없어져 버렸

습니다. 여기에 수혜나 큰 요인을 보지 않거든요. 오래 누적된 재정의 문

제점에다가 충당해 줄 수 있었던 사회주의 우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

서 90년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인을 살펴봐야지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우 재정난 타계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어떤 정책 취하고 있잖아요. 투자하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돈 없으니까. 

세금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남북 종약을 통해서 노동자들 급여를 통째로 들어가는 부분

들, 그 다음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량, 돈이 있어야 관개시설을 

복구하고, 종자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가 추진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한한테 중요한 것은 개방인데 그것은 지배계층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현실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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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았을 때 식량난 때마다 지원해 준다든지, 관개시설 우리가 들어가 

고쳐준다든지 종자를 개발해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한시적 조

치이외에는 크게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 대처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

정 문제이다 보니까 개방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식량난

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런 다른 것보다 재정 부족이 가장 큰 것이 아닌

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되지 못하고 생산이 되지 못하고 누적된 피로 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응책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북한이 

매번 감자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식량 부족부분 이 만큼만 지원해 줘야지, 

이런 식의 대처밖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L

60년대 벌써 떨어졌는데

⧠ R

북한 통계는 하도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제가 ‘나탈리아 바자노바’ 책

을 봤는데 50년대에는 공업 생산량이 늘더라고요. 그때는 전쟁 때문에 폐

허가 된 상태라 전후 복구를 하고 경제개발 계획하다 보니까 생산된 것인

데, 그게 60년대 떨어져요. 그것이 결과론적이지만 원조가 50년대 들어

오면 노동력으로 충당했었던 중국이 돌아가고 그리고 무상원조 했었던 

동부 사회주의 국가 원조가 다 끝나고 58년쯤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국정

치학계보에다가 2010년도에 실었거든요. 거기 앞부분의 일본 자료들이 

통계 좋더라고요. 50년대 전쟁 이후에 58년까지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액수를 투자했는가, 어마어마한 액수에요. 엄청난 액수가 투자

되었다가  50년대 후반에 무상 투자 없어져버립니다. 50년대 생산일 올

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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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재투자를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 G

그게 북한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에서 외생적 성장과 내생적 성장

이 있는데 북한은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리마 운동입니다. 북한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노력

경제운동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모티브 바꿔야 되는데 동구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원조 줄어들고 북한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구소련이나 동

구권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많이 망가진 상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

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도 북한이 생산성을 향상해서 

경제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입

니다. 북한 경제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13~14개 경제특구 만드는 것에서 지금도 그 정책 자체가 균형발전 정책

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나라에서 무슨 균형발전정책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책 마인드부터 잘 못됐습니다. 

⧠ L

체제의 문제인 것이죠. 계획경제의.

⧠ G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가 망가진 가장 큰 요인은 

경제의 정치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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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노베이션이 전혀 없는 그런.

⧠ R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북한이 1970년대에 애국공단사업이 있었습

니다. 제일교포들이 58년도에 귀국 사업, 육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서 10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는 이민지 63~4년에 거의 안가요. 그래서 북

한이 뭐했느냐 하면, 북한 귀국한 사람들 중해서 사업하는 부모들, 즉 가

족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갈 때마다 돈도 주고 방문단 갔을 때 관장은  몇 천 달러, 간수는 몇 백 달

러 주고. 히로시마 301 회장이 말하기를 애국공단사업에서 북한을 조국

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힘들 때 돈 있는 사람, 돈 내야 하니까.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을 내고. 애국공단사업을 하면서 들어가서 투자·설비 다해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윤을 목적으로 벌인 사업은 아닌

데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애국공단사업에서 신발공장, 섬유공장 다 만

들어줬는데 예를 들어 업무 끝나고 청소도 하고, 물건정리도 해놓아야 하

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어차

피 출근하면 700g, 900g 받는데 왜 굳이 열심히 하는가.’ 자본주의 마인

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E

질문이 있는데 북한의 식량이 자급자족된 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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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6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 E

그러면 결국 의료분야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의료분야 때도 수준이 어

떻게 되고 약품이나 이런 것이 조달이 안 돼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량조달도 땅이 있고 농민이 있고 종자 있고 흙

만 파고 거름 주면 식량이 날 텐데 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프라 다 

있는 거잖아요. 땅이 있고 농민 있고 다만 종자나 비료, 농기계가 없을 뿐

인데 먹고 사는 것이 그 이상의 마인드가 있을까요? 

⧠ G

협동농장 체제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나 중국의 개업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개인 청구조예요.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이익 처분권을 개인이 가지는 것이거든요. 

⧠ E

제가 왜 아까 물어봤던 것은 어차피 시스템이 과거와 지금이 같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급자족 됐었다면서요, 그럼 지금 같은 시스

템 안 된다면 이유가 예를 들어 수해가 나고, 뿌릴 종자가 없고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G

400만 톤은 생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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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되었던 것이 줄어든 것이에요?

⧠ G

통계가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 Q

분석적으로 보셔야 되요.

⧠ G

지금도 400만 톤 이상 최악의 경우 330만 톤 정도 생산 되는데, 아무

리 많이 늘려봐야 450만 톤 이상을 늘리지 못해요. 왜 그 이상을 못 늘리

는 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 E

그럼 증산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에요,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 U

우선 80년대 보다 인구도 늘었고, 그 땅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70프

로~80프로가 산지지형이라서 기본적으로 쌀 생산이 부족해서 옥수수나 

감자 같은 대체작물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주의권 붕괴

로 유로 수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작물 생산하려면 기계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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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기본인데 비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

적으로.

⧠ E

그 현황에 대한 문제를 더 파악을 해서 원래 400을 하던 것이 계속 

400이라서 증산의 문제 때문에 식량난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800 하던 

것이 400으로 줄어서 그 갭(gap)에 의해 식량난이 생긴 것인지 그런 것

에 따라 해야.

⧠ B

그런데 국내 큰 교회 같은 곳에서 만주 농장을 사서 실제로 어디다 파

는지 모르겠지만

⧠ Q

북한에 일부를 줍니다.

⧠ B

그런 점에서 북한이 산지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식의 농지 개발 전략 

세우느냐에 따라 더 생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측

면에서 같이 봐야하는데, 좋은 말씀이 아사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이야

기는 대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어

떻게 동력을 실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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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아사자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쌀로 다 주

지 않더라도, 주던 것이 못 주다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입니다. 생산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사자 문제가 지금 안 발

생하는가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점이, 물론 생산이 조금 더 되었

겠죠. 중국 변경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상당한 부분이 조선족과의 거래

이거든요. 여기 보면 고향의 풀 빼고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 B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텃밭 하잖아요. 거기에 한 서너평만 있으면 거

기에서 쌀만 빼고 다 먹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 R

국가 부분의 생산은 안 된다고 보지만 사경제 역에서 텃밭이나,

⧠ L

대응 가능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 B

텃밭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Q

신 교수 질문의 요지는 60년대 초입니다. 그때 자급자족했는데 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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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족했느냐 이게 키(key) 질문입니다. 

⧠ E

원인이 그 무엇인지?

⧠ Q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60년대 

초이면 북한이 인민 협동농장 하면서 사경제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

옥도도 높았고 유사 농기계가 있었고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던 것

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살림 피복률 꽤 높았습니다. 지금은 민둥산 아닙

니까? 그 이후 농경지 훼손이 심각했고 농작물 같은 것이...

농작물이 비료공장이 공급이 안 되면서 여러 조건이 이 문제를 낳았습

니다.

⧠ E

저도 이 문제를 경제운 체제가 전적이라기보다는.

⧠ B

그러니까 농업생산 방법, 시스템,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 P

그런데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 빈농 국

가 잖아요. 농민들이 대다수 지만 자기 땅을 갖지 못한, 그러다가 46년

도에 토지개혁을 한 뒤 농민들이 ‘와! 내 땅이다’ 하며 미칠 듯이 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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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고, 전쟁 끝나서 그것을 다시 약간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적 

관리를 하고.

⧠ B

그것이 교과서와 같은 문제인데 토지개혁 먼저 했잖아요. 토지개혁을 

했다는 것은 개인 소유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G

아니오. 토지개혁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양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는 토지개혁이 아닙니다. 소

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 T

소출 물량은 스스로 가질 수 있었다?

⧠ G

그때 당시에도 생산된 것에서 소작료는 다 줬어요. 

⧠ T

국가한테 토지를 주는? 

⧠ G

다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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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토지개혁의 차이는 뭐에요? 

⧠ P

무상몰수 무상분배.

⧠ R

남한은 실패했잖아요? 주도했던 사람이 간첩협의로 처형당하지 않았

습니까?

⧠ G 

중요한 것은 한국은 토지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토지

개혁은 대지의 모든 땅이 포함입니다. 한국은 농토만 했기에 정확히 농지

개혁입니다.

 한국은 개인이 소유권을 이양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유

권이 아니라 경작권마저도 못합니다. 그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것입니다.

⧠ P

그런데 저는 토지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

게 해서 58년도에 사회주의를 완전 선포하고 그 이후에 7개년 계획을 막 

하던 차에, 6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국제정세가 약간 국방력을 강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북한입장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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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면서 ‘무언가 사회주의가 위기가 오는 것 같다, 우리도 국방을 해

야 되겠구나‘ 하면서 67년도에 병진 노선을 하면서 7개년 계획이 한 3년 

동안 늦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농촌으로 들어가야할 자금들이 국방 이런 

곳에 들어가면서

⧠ T

재투자가 안 된 것이네요?.

⧠ P

투자도 안 되다보니까 그것도 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 U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정일 시대에도 선군정치라고 해서 군사

에 지금까지도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Q

미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돈을 자꾸 다른데서 쓰니까 개성공단의 임금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북한의 신분 계급사회인 것을 보여줬는데 평양과 

평양 이외의 주민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핵심 권력 내부 간에 있을 것 같

고, 거꾸로 보면 7.1조치 이후 시장시작하고 자율과 자율성을 강조하잖아

요. 시장정부집단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평양에서 서울로 휴대전화가 가

능할 정도로 휴대폰이 300만대입니다. 정보의 흐름이 있습니다. 감춰진 

정부가 나온다면 알고 나서는 권력의 1차적 핵심이 정보의 차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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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뚫립니다.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 R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배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

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관리가 가능하냐고요? 당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서플처이거든요. 북한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그전에 물론 

58년도에 사회주의가 완성되었지만 농민시장이 그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장이 있었지만 북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이질적

이란 문화라는 말이에요. 시장은 북한에서 봤을 때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관리 가능하다면 북한의 큰 문화 속 하위문화가 될 수 있는 것

이고, 계획체제 보완하는 식으로 나가서, 재정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

에,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인포메이션 걸어오고, 사람들이 남한이 좋다, 

어떠하다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화충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데, 배우는 것이 김일성 사상 배우고 학습 배우고 김정일 노선 배우고 당 

노선 배우는데 그런 오랜 기간. 

⧠ P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40대이지만 저희 또래까지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것으로 뇌가 거의 섭취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

직도 아리송하지만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 지금 2년 전에 우리아이를 데

려왔는데 지금 스무 살이거든요. 걔는 저랑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

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우리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

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관리인가 일부는 관리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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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정말로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 어떻게 생각 하냐면 구멍이 푹 나

있고 누가 한번 툭 차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냥 겉에 보이는 것

은 번듯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 많이 취약하지 않을까 정말 어떤 

충격 한번이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R

카운트 컬쳐이다. 저는 서브컬쳐로 보는데요?

⧠ T

충성도가 낮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P

아무튼 남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고요. 구내서 먹었느냐, 생

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우리 때랑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

리고 ‘죽느냐 죽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많이 안 죽느냐, 지금은 조금 식량 

괜찮나보지?’ 그게 아니고 죽을 만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악착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고 아까 전 

식량 공급량은 왜 아사자 수준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는 아무 준비 없이 당했습니다.

⧠ T

대응을 못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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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표현이 조금 격하지만 허약한 사람들은 다 사망

했고 20년 동안 악착 같이 내성가지고 있기에 게다가 외부에서 식량이 들

어오고 장사해서 누구를 속여먹든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터

득해서 이러면서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 않았느냐,

⧠ B

배급을 더 받았을 때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요? 먹

고 끝나나요?

⧠ P

감사한 마음 없는 것 같아요.

⧠ B

행태의 변화가?

예를 들면 통일 이후가 되었든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교섭이 이

루어졌을 때 북한주민의 반응이 어떠할 것 같아요?

⧠ U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 T

체제 위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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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P

금전적인 생각이죠?

⧠ U

남한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 T

교육받은 것과 달라서

⧠ U

네 교육받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 B

그렇다고 안 받을 이유는 없지.

⧠ G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 R

오늘 신문에 중국 단둥에서 한글 상품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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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축 생일 있다면 무조건 다 막아서, 축 생일을 한자로 바꾸고 텔

레비전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니까 통과할 때 막아버린다는 거

예요. 그게 당 차원에서 엄청 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T

통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 P

절대 통제 안 되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메이드인 코리아 상표를 잘

라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상표 있는 채 보내라고 한답니다. 상표가 

있으면 비싸게 팔리니까.

예전에는 일본 상표이면 비싸게 팔렸는데 지금은 메이드인코리아 상품

이 있으면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

⧠ R

제가 보따리 무역 종사했던 사람하고 지난번에 5~6명 인터뷰 했거든

요. 옷 같은 경우 메이드인코리아를 상당히 쳐주나 봐요. 그런데 상표가 

있으니까 잘라서 가져가는데 만져보면 한국 제품인지 중국 제품인지 안

다는 거죠.

⧠ U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 작년에 심층면접 조사했을 때 탈북 최근 3년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탈북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구입해서 보는데 인기드라마 그 전에는 한 달 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일주일이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시장에서 식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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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데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정보가 국가에서 차

단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시장이나 적십자에서 쌀 자급제 들어

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 G

한 가지 북한의 시장화 관하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

정에서 사회주의가 있는데 레닌이나 마르크스는 전부 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시장이 배급을 보완하는 보완재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시장이 나타나는 

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시장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

다. 그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바라보기

에는 보안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U

통제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급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장마다 계속 연령 제한을 한다든지. 

⧠ R

저도 지금 북한 시장은 카운트컬쳐 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카

운트컬쳐라는 것이 스스로가 시장을 관리하게끔 당국이 돈이 많이 드는 

외부개혁, 투자정책 그런 부분인데, 이게 카운트컬쳐에서 서브컬쳐까지 

안가기 위해서는 시장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341

⧠ B

네 정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식생활 관

련된  문제, 기본권이라는 차원이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7장 北,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제1절 주제발표 

제2절 토론

 





제1절 주제발표

김병욱(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1. 문제제기: 북한의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의문

⧠ 복지정책의 목표는 국민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 선별적 복지제도는 소비분배에, 

선택적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데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의 향을 받음(이용환, 이철수, 2011: 34) 

⧠ 북한은 일찍이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선전

⧠ 보편적 복지제도 운 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결국 주민들의 건강에

서 나타나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북한주민 전반이 갖고 있는 신체왜소에 주목할 필요

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대기근의 후유증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그것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권에서 발생

한 대기근에 따른 후유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체왜소 확산이 

北,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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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기 때문

○ 1930년대 구소련이나 1950년대 말 중국은 북한과 같이 높은 수

준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운 하지 않았음

○ 그런데 대기근이라는 공통적인 환경에서 왜 북한에서만 유다른 

경향이 발견된 것인가? 북한의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제도가 

오히려 역기능을 수행하 는가? 이러한 문제에 의구심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 신체왜소69)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

제도 운 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전반적인 신체왜소로 나타난 북한의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의 실패

는 대선 때마다 화두로 되고 있는 한국사회 복지논쟁에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임 

2.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

  가. 신체왜소에 대한 정의 및 구분

⧠ 일반적으로 신체왜소는 하나의 혈통이나 문화로 이루어진 공동체 

내에서 동년·동성의 정상인에 비해 신장이나 체중, 몸 전체의 크기

가 현저히 작은 상태 

69) 이 글에서 신체왜소와 관련한 내용은 김 희의 박사학위논문(2013) “북한사회 신체왜소
에 관한 연구: 발생동학과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와 김 희•김병욱이 기고한 논문(2013) 
“푸코의 몸•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왜소 적용가능성“ 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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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왜소적 증상은 체격  및 신체의 여러 기관이나 기능(생리적 및 

정신적 기능) 변화를 근거로 1~4기로 구분 

○ 1기라 하면 체중은 정상인 반면, 신장의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증

상, 2기는 체중과 함께 신장의 성장속도가 동시에 느려지는 증상, 

1기와 2기에 반해 3기와 4기는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합병증이 

동반

○ 신체왜소가 3기나 4기에 들어서면 대부분 아사로 이어짐, 아사는 

식품 부족 환경에 대한 몸의 적응속도와 관계되는데 급진적인 

양결핍이 오면 1기나 2기를 거치지 않고도 3기나 4기를 거쳐 발생

  나. 신체왜소 발생의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요인

⧠ 신체왜소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왜소 발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

인을 들 수 있음

⧠ 신체왜소를 발생하는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순환에서 보면 식품생산과 분배, 교환, 소비과정에 문제가 발생

하여 발생

⧠ 북한주민의 신체왜소는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에 따른 요인

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이는 다음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음 

 “이제까지 기아는 조직되지 않은 나라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아가 발생하면 어떤 지역은 잘 먹고 어떤 지역은 죽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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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관할아래 다들 겨우겨우 먹고 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혹시 사람이 덜 죽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키가 제대로 

안 크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스트븐 린튼, 1997).”

⧠ 한편 북한사회 신체왜소는 식품이라는 물질적 실체 뿐 아니라 스트

레스나 음식기호를 비롯한 정신적 실체에 의해서도 발생

○ 대기근 시 정신적 실체가 미치는 향은 굶주림에 처하 을 때 

“굶주림 보다 더 무서운 것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라는 체험

자들의 증언에서(박선희·박춘식, 2000) 알 수 있음

○ 이는 복지개념을 논의함에 있어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복지로 나누

는 것과 유사한데 그간 통념으로 되고 있던 북한주민 신체왜소가 

먹거리 부족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다.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 요인 

⧠ 북한사회 신체왜소는 식품 부족정책의 실행과 식품획득 지위의 박

탈 그리고 저소비의식 확립에 의해 발생 

〔그림 7-1〕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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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부족정책의 실행은 식품 부족을 지속시킴으로써, 식품획득 

지위의 박탈은 식품 부족이 과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

써, 저소비의식의 확립은 식품 부족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유도

함으로써 신체왜소 발생에 향을 미침 

○ 북한에서 식품 부족정책의 실행이나 식품획득 지위의 박탈은 저

소비의식이 확립되어 있어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

○ 식품획득 지위의 박탈은 식품 부족정책의 실행이나 저소비의식의 

확립이 있어 효율적이며 저소비의식의 확립은 식품소비 욕구를 

낮춤으로써 식품 부족정책의 실행과 식품획득 지위의 박탈을 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

3. 북한에서 신체왜소의 발생과 당국의 대응

  가. 북한에서 신체왜소 발생시점

⧠ 발생시점은 1970년대 말로 추측됨, 이 시기 발표된 김일성의 노작

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김일성은 현지시찰 과정에 목격한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들의 키

가 작은데 대해 지적하 고 성장식품 생산, 키크기 운동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지시,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리진”이라는 

키크기약이 등장하 고 키크기 운동이라는 단어등장과 함께 대중

운동 전개

○ 학교체육의 기본이 국방운동에서 키크기 운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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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체왜소 극복을 위한 연대별 대응

⧠ 1980년대 이전에는 성장식품생산확대와 함께 간부공급소 운 을 

통해 일반 주민과 특정주민에 대한 식품 공급지위를 차별화,  시장

을 억제하여 식품 구입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식품공급의 효과

를 높이도록 함

⧠ 1990년대에는 대기근으로 식품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식품 공급지위

가 상실되자 시장을 용인하여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를 일부 보장

⧠ 2000년대 이후에는 시장기능을 수용하여 주민들에게 식품 구입지

위를 보장

  다. 대응실패에 따른 신체왜소 확산의 원인

⧠ 북한에서 신체왜소가 확산된 것은 ① 탄수화물 중심의 불균형적인 식

품공급제 운 , ② 강제저축 제도 운 에 따른 식품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 축소, ③ 시장억제를 통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 박탈, ④ 

신체왜소를 강요하는 식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한계 때문

4. 신체왜소 발생과 북한체제

  가. 신체왜소 발생 지속메커니즘의 작동행태

⧠ 신체왜소 확산을 막는데 성공 혹은 실패할 수 있은 것은 신체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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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요인들이 동시에 혹은 일부 작용한 것과 관련

⧠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 말 신체왜소 발생 후 북한의 전략은 이것

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별적 신체왜소로 국한시키는 것이었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성공하 고 1990대에는 실패하 으며 2000년

대 이후에는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7-1〉 발생요인의 작용과 지속 메커니즘의 작동

   1980년대 이전

대응결과

발생요인

작동양상

개별주민  
  신체왜소로 국한

신체왜소
확산

신체왜소 
확산 둔화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성공 실패 회복

일부작용 동시작용 일부작용

  나. 푸코의 몸・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왜소 적용가능성

  1) 푸코가 말한 권력의 몸에 대한 작용

⧠ 푸코는 “권력이 행사되고 작용하는 지점은 개인이 아니라 몸”이라고 

강조(고원, 2011: 95). 사람은 권력에 의해 규정된 행동양식을 따르

게 되는데 규정된 양식은 몸에 각인되는 과정을 통해 실현, 푸코는 

권력이 몸에 각인되므로 몸은 권력이 각인되는 장소라고 서술(고원, 

2011: 96). 선행연구에서도 몸이 “담론과 권력의 어떤 효과,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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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장소” 라고 쓰고 있음(강미라, 2008: 80).

⧠ 권력은 몸을 움직이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는데 이러한 의도는 특

정한 명령의 형태로 몸에 각인,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각인은 두 가

지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사열하는 군인의 모습과 같이 동적

인 상태로, 다른 하나는 신체왜소와 같이 정적인 상태로 신체에 각인

⧠ 각인된 몸은 복종에로 유도하는데 이 경우 복종은 몸에 의해 표현, 

권력의 작용하에 놓인 몸은 생리적인 몸이 아닌 의도적인 몸으로 됨.

  2) 권력에 의한 의도하는 몸과 의도하지 않은 몸의 발생

⧠ 권력이 신체를 통해서도 인간을 조정하려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

과는 신체에서 드러나게 됨, 즉 신체건강이나 신체왜소와 같은 상반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이는 권력의 식품분야에 대한 작용의 결과인데 식품생산과 공급

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정책을 통해 설명이 가능

○ 신체왜소 발생은 식품정책과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는 않는데 그것은 국가정책 실행이 경제적 행위를 동반하는 일련

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

○ 식품생산량이 장기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부진한 경우 과도한 식품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경

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시장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신체가 건강치 못한 주민들속에서는 양실조가 발생

○ 과도한 식품부족이 장기간 오래되면 체중감소가 나타나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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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되어 신체왜소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신체왜소는 양

실조가 고착화된 상태라고 말 할 수 있음

  3) 북한사회 적용의 쟁점

⧠ 푸코가 묘사한 권력은 자유민주체제의 환경하에서 작동하는 권력

○ 작동환경 상 “적대와 억압”속에서 행사되는 권력, 다시 말해 몸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이 아님

○ 북한사회에서처럼 권력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푸코가 말한 규율권력은 신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기

술, 신체의 유용성은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등을 비롯해 인권이 보

장되는 속에 가능

○ 북한의 인권탄압 현황, 사회통제기구의 작동을 보면 적용될 수 없

는 환경이라 볼 수 있음

  4) 쟁점에 대한 해명 

⧠ 푸코가 내놓은 몸에 대한 권력의 작용을 북한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음

○ 첫째, 북한사회에서 규율권력 작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임

－ 북한사회라 하여 근대권력의 보편성, 즉 신체의 생산성과 유용

성을 높이기 위한 작용이 무시되는 것이 아님, 강제력 하나만 

갖고 북한사회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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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통치집단이 의도하는 목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율권력

을 행사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 

－ 이는 광복 전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제

는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내세웠는데 이는 한민족의 의식

개조를 통해 신체의 유용성을 높이려 한 

－ 북한은 1970년대부터“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사상동원을 통해 신체유용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

어오고 있음

○ 셋째, 푸코의 권력개념이 시대적 및 체제적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차용한 경우는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이승원은 푸코가 묘사한 권력이 적대와 억압 대신 자발적 복종

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와 차이나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사례로 일제강점기를 들었음(이

승원, 2001)

－ 박 자는 푸코의 생명정치에 대해 “20세기 사회주의국가에 

의해 비판되기는커녕, 더 발전된 형태로 이식되고 수정되었

다”면서 생명정치는 “근대적 현상이고 그 양상은 차이가 있으

나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간의 이성에 기반 한 과학

과 합리주의라는 근대성과 함께 도입되고 추진되었다(박 자, 

2005: 99).” 고 주장

⧠ 이상을 종합해보면, 푸코가 내놓은 몸에 대한 권력의 작용이 신체의 

표면에 각인된 결과로 북한사회 신체왜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

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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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주민건강 

  가. 북한사회 신체왜소와 복지제도 변화관계

⧠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에는 식품획득을 위한 지

위의 보장 및 박탈이 미치는 향이 컸음, 다시말해 식품획득 지위

가 어떠한 환경에서 보장 혹은 상실되었는가에 따라 신체왜소는 확

산 혹은 둔화되는 형태로 지속

⧠ 이러한 가운데 북한사회 신체왜소는 2000년대 이후 둔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 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

능하다는 것을 시사

〈표 7-2〉 북한주민 신체왜소와 복지제도 변화 관계

   198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식품획득

지위변화
공급지위 보장
구입지위 박탈

공급지위 
상실

구입지위 
용인

공급지위 일부보장
구입지위 보장

대응결과
개별주민

신체왜소로 국한
신체왜소
확산

신체왜소 
확산 둔화

복지제도

변화
보편적 복지 붕괴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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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독과 동독주민의 신장변화

  1) 통독 전 동독 주민의 식생활 환경

⧠ 1960년대까지 동독주민들은 설탕이나 커피와 같은 식료부족을 경

험, 이후 당국이 서방세계 특히 서독의 외환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

련의 대책을 취하 는데 이로 인해 식품 부족이 해소

○ 동독당국은 주민들이 동독 국립은행(Staatsbank)을 통해 서독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 고 특별 외화상점

(Intershop)에서 외화를 주고 서방세계의 식품이나 동독에서 제

조된 수출용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식품이 상대적으로 부족,  이는 엥겔지

수(Gesetz)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독이 서독에 비해 1.6배 높았음

○ 또한 서비스 분야의 고용인구 비중이 서독이 57%인 반면, 동독은 

38%로 낮았는데 이는 서독에 비해 분배에서의 문제, 자율적인 식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

  2) 통독 후 동서독 주민 신장변화 비교

⧠ 통독 전 동독주민은 서독주민보다 신장이 크지 않았으나 통일과 더

불어 이러한 경향이 극복

○ 이는 1999년, 2003년, 2004년, 2006년 연구가 보여주는데 이

에 따르면, 동독출신 신병들의 신장이 서독출신 병사를 따라잡는 

사례나 동독여성이나 남성들의 신장증가를 찾아볼 수 있음(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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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윤지현․심재은․장수정, 2010, 143).

〈표 7-3〉 통독 전후 동서독 주민의 신장차이

저자 / 출판연도 주요 연구결과 

Hermanussen
(1997) 

 ․1992년에 19세의 서독출신 신입병사의 신장이 동독출  
 신 신입병사에 비해 1.5cm 컸으나 1994년에는 그 차이가  
 0.6cm 좁아짐

Komlos & 
Kriwy
(2003)

 ․통독 전후 서독주민의 신장이 동독주민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서독남성이 0.7cm, 여성이 1.2cm 더 큼
 ․통독 후 동독남성의 신장이 서독남성을 따라잡는 경향이 발견되
었으나 동독여성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음

Voigt, M., 
Heineck, 
G. & Hesse, 
V.(2004)

 ․통일 후 10년이 지나 출생한 동독지역 신생아 체중이 서독  
 지역 신생아를 따라잡는 경향이 발견 

Heineck, G
(2006)

 ․서독지역 주민은 동독주민에 비해 통일 10년 후에도 1.5cm  
  큰 것으로 나타남
 ․다만 동독지역 여성은 서독지역 여성들보다 신장수준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남

⧠ 통독 전 동독은 당시의 사회주의나라들 중에서 경제 발전수준이 높

아 식품소비 수준이 양호한 나라, 그래서인지 북한에서 실행된 것과 

같이 식품 부족의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찾아볼 수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독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위의 보장수준에서 서독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있었음

⧠ 통독 전 동서독 사례는 아무리 경제력이 발전된 사회주의 체제가 운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도 전반적 국민에게 자율적인 식품소비 환

경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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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 지난기간 북한은 식품이 부족한 환경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소비정

책을 추진

○ 하나는 분배와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의식의 형성과 관

련한 것인데 전자는 식품획득 지위보장과 관련한 것이며 후자는 

저소의식의 확립

○ 북한의 이러한 소비정책은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의 일환으로 신

체왜소의 발생 및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들어 북한사회에서 신체왜소 확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식품

수요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용인하 고 이에 따라 식품

생산량이 자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다시말해 선택적 복지제

도 운 을 추구한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광복 전에 비해 남한주민의 신장이 북한주민에 비해 커진 것이나 통

독 이후 동독주민의 신장이 서독주민을 따라잡는 경향은 북한의 보

편적 복지제도 운 이 갖는 한계를 시사

⧠ 북한사회 신체왜소는 국방공업우선정책아래 식품재 생산을 극도로 

억압한 속에 분배에 관심을 둔 보편적 복지제도 운 의 결과

⧠ 북한당국이 시장기능의 활성화 하여 주민들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주면 저소비의식을 강요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

라 신체왜소가 극복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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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식생활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체제전환에 

따른 복지제도의 변화 - 선별적 복지제도로의 완전한 전환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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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

⧠ K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북한사회 신체왜소, 북한주민 신체왜소는 달랐습

니다. 또 전반적인 신체왜소  북한사회에서 신체왜소가 북한주민뿐만 아

니라 사회경쟁력의 하락, 그래서 저렇게 달았습니다. 보편적 복지, 아마 

여기에서는 선진화재단에서 나온 ‘작은 복지 큰 복지’ 사실 그것을 감동 

깊게 읽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땄습니다. 그래서 북한사회 신체왜소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편적 복지 중용이 실패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사회 신체왜소를 하면서 3개 나라 비교했는데 우리 통일 된 독일

이죠. 그 다음에 한국, 북한 세 개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3개 나라를 비교

하게 된 것은 결국 북한은 이 세 개 나라 중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이지요. 

이 두 개 나라는 결국은 선별적 복지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

국에는 광복 이후에는 두 나라가 보편적 복지 선택 복지냐 여기서 한국이 

신체 성장에서 보여준 사례이고 또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의 우월성을 국

민들의 신체왜소를 통해  특히 동독들 주민들 신체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북한사회 신체왜소와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90년대 데이터 북한사회 신체왜소는 제가 보니까 70년

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확산된 시점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러기 때문

에 북한의 대기근과 관련했는데 이것을 짚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

에 국가 복지제도 문제는 국가의 정책문제이거든요. 북한주민의 신체왜

소는 국가권력, 국가정책이 각인된 결과이기에 푸코의 몸에 대한 권력이 

각인 문제, 이것을 봐야 되요. 세 번째가 북한사회 신체왜소가 보여준 한

국사회의 복지논쟁 문제입니다. 선거 때 들어나는 것, 결국엔 작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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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큰 복지냐 이런 쪽인데 이게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북한 주

민의 신체왜소, 이런 문제를 아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

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20세기 사회주의가 북한과 같이 세 차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설명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아사로 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사하고 다른 현상들이죠. 이 후유증 신체왜소 쪽, 

또 그 후유증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대기근

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300만 죽었다, 전광은 박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장하

는 것이고 하나는 이 북한 경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

렇지 않았다, 이런 쪽인데 문제는 왜 이런 경우가 등장이 되는가,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일연구원 

이석 박사가 북한 통계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 북한사회의 아

사보다도 신체가 허약한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근거로 나온 것도 있

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면 독일에서 왜 이런 논거가 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북한 같은 나라는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덜 죽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이 

출발한 것이 사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것은 이석 박사가 

주장했던 그런 문제. 여러분들 신체왜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신체왜소의 증상의 구분은 크게 체격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때 북한도 초

기에 김일성의 저작집을 보게 되면 이 현상을 키가 작으면 몸이 옆으로 

퍼지니까 이 현상은 하나의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북한주민에게 책임 분

할을 시켜라,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 4기 단계에 못 먹으

니까 이 기능변화, 양실조라든가 아사라든가 이것은 신체왜소 발생합



제7장 北,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363

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하나는 선천적 측면, 하나는 후천적 측면입

니다. 이 논문이 결국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후천적 요인이지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한국사회가 북한사회 신체왜소

를 논하면서 먹거리 부족이라는 물질적 측면만 논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

까 복지를 논하는 것은  물질적 복지, 정신적 복지 두 가지 측면을 논합니

다. 그러니까 북한사회의 신체왜소를 논할 때 정신적 역에 대한 것을 

다시 논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결국에는 왜 똑같은 사회집권인데 

아사로 가지 않고 신체왜소로 빠지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국

에는 종신 문명의 작입니다. 저 소비의식, 식품소비 종신 역을 북한 당

국이 주민들의 인식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신체왜소를 고쳐 나가는 그런 

쪽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북한 사회에서 신체왜소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식품부

족정책은 다 이시는 것처럼 식품획득 지위, 저소비의식인데 북한사회 신

체왜소 논할 때 결국은 식품부족정책이라는 식품의 지속적 부족하게 만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품획득지위, 제가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인도

의 기하학자 씽이 발표한 이론인데 사람들을 기아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 식품획득지위를 잃는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자행에 의

해서 잃는 경우가 재해라든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한

다는 것이죠. 북한사회는 획득지위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국가공급

에서 주어지는 획득지위가 있고 하나는 식품구입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사회 같은 경우 결국엔 이 획득지위

를 90년대 이전에 국가가 차단했죠. 자율적인 획득지위를. 획득지위를 차

단시키니까 결국은 어떠합니까? 식품부족이 강도 높게 작동한다는 것이

죠. 그 다음에 저소비 이런 정책들에서 동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이 식품 부족에 단련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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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우는 측면

 여러분들 보면 그 내용인데 식품부족과 관련해서 결국은 오늘날 북한

주민이 저렇게 키 작을 때까지 북한당국이 몰랐는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70년대 김일성이 발견했습니다. 김일성이 보니까, 키 자꾸 옆으로 퍼지니

까 물론 김일성이 알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기간에서 북

한이 처음으로 키 크기 운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에 

어린이 전문 양연구소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학계사업이 북한에서  이

때부터 키 크기 운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두었죠. 

 일단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쪽인데 제가 먼저 이 글을 읽으

면서 초기에는 이것을 북한의 노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쭉 북한당국

의 행보를 보면 노력보다는 대응이죠. 노력하고 대응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것입니다. 80년대, 70년대 북한이 발생하니까 80년대 성장식품생산

을. 제가 기억하기에 북한에 70년대, 80년대 처음으로 리진식품이란 것

이 등장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에서 수출해서 리진빵, 리진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북한 당국이 상당히 관심 있었죠...

⧠ Q

리진이란 것이 뭐에요?

⧠ K

리진이란 것은 키 크기 약입니다. 성장식품 약. 그런 것들이 북한에 많

이 공급되었죠. 90년대 여러분들 고난의 행동이니까 식품생산 못하거든

요. 이렇게 되니까 식품생산과 관련한 각종 법을 내놓습니다. 양정법, 사

회부양법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 북한이 강압적으로 기업들을 떠미는 

쪽인데 복지화가 활성화되는 쪽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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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급도  시장을 열어놓은 쪽이죠. 이 때 특징적인 것은 농물을 통한 키 

크기입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왜 대응에 실패했는가. 결국에는 확산되는 결과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는 의 식품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당국이 주민들

한테 배급을 주고 어디 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몇 가지 밖에 없단 말입

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신체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제대로 공급 

못 받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 문제는 북한 역사를 보면 식량공급재정을 

체계적으로 축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식량 배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수요 북한이 당시에 시

장수요 막았는데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식품 부족하게 70년대부터 많이 

시키죠. 네 번째는 서관이라든가 처형하는 쪽  주민들의 대응의 한계입니

다. 한국사회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하는데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

는가. 끼니를 한다든가 죽을 쑤어 먹는다든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 도움을 

받는 다든가 상당히 수동적인 대응이죠. 정부를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결국엔 확산되는 쪽이죠.

 이게 식품공급대상 축소문제인데 80년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보

면서 생산. 80년대 가장 큰 것은  군사사회 입니다. 이때 뭐가 등장하면 

318 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민방위 

훈련 같은 군사훈련입니다. 군수훈련이죠. 그런데 북한주민들 시키죠. 81

년도 3월 18일에 등장합니다. 이 때 두 개를 보면 하나는 김정일이가 이 

때 정식 에 등장하면서 군의 현대화, 그 쪽이 있지만 두 번째는 내 생각에

는 노력들을 초래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을 어떻게 활성화 시킨 것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80년대 북한이 결국엔 여성노력들을 많이 축소하기 시

작해요. 700폰드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요. 여성노력들이 가내공업 많이 

들어가면서 이 인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북한이 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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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사 318 그런 쪽들. 90년대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직무의 축소.

⧠ B

저기 잠깐 80년대 여성들이 일을 나오지 마라. 식량 안 주기 위해서. 

돈을 안주는 쪽으로, 식량을 안주는 쪽으로...

⧠ K

하나는 뭐냐면 같은 직장에서 700폰드, 300폰드가 있단 말입니다. 

300폰드 비생산적으로 돌리죠. 그런 조치를 

식량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300 폰드가 많으면 700폰드 두 명 

주고...

⧠ B

그 폰드라는게 뭐에요?

⧠ K

아 그러니까 폰드는 하나의 규정량이죠. 요즘은 그람으로 말합니다. 

⧠ K

90년대 들어오면 북한에서 각 공장기업에는 부업지가 있죠. 여기 부업

노력들을 몽땅 원래 부업노력들이 농사에 종사하지만, 공업노력은 그러

니까 이 사람들 몽땅 농업노력, 북한의 농업노력은 배급 안줍니다. 80년

대 식량이 그람수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90년대부터 식량배급를 축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000년 들어와서 평양시가 기본적으로 식량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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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결국은 지역에서 때리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비의식 같이 북한이  생활방식 것이 있죠. 이런 쪽입니

다.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입니다. 신체왜소 발생 매카니즘

인데 북한이 대응해온 행태를 보면 80년대 이전에는 개별 주민들, 확산을 

막게 한 것입니다.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들이냐면 70

년대 북한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업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70년대 군중경

제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식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

니까 우리 때도 북한에서 키 크고 몸 좋은 사람들은 광부들이죠. 오늘날

은 그게 없어졌어. 왜 이게 결국엔 안 통했죠.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것

이 결국엔 실패하면서. 초기 방법이 북한이 개별적 주민들한테 확산되지 

않게 막게 한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이것마저도 못합니다. 국가가 

결국엔 경제난에 빠집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신체왜소 세 가지 향들이 일부 작용한 그런 쪽으로 작동하는 문

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왜 이렇게 했는가. 아마 제가 여러분들 

초기에 왜 중국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초기조건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구소련 때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준비 없이 당하거

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결국엔 90년대 대기근이 닥치지만 70년대부터 

북한이 전쟁준비를 배를 이죠. 그다음 하나를 제가 보면 조선의식, 전 자

꾸 이것을 말하면서 북한이 말하는 것.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도소 

수감자들.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북한당국이 한 것이 이거거

든요. 비록 오늘은 못 먹어도 우리고 견디어 낼 수 있다. 앞으로는 잘 산

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를 접하게 되죠. 그럴 때 이게 결국엔 죽지 않

고 신체왜소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엔 원래 이게 박사논문  책에서 썼는데 아직 푸코 이론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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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책에도 나왔고 학술지에도 나왔는데 

쟁점이 뭐냐면 푸코가 말한 국가권력은 몸에 각인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린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거나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은 남몰래 국가권력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는 거죠. 문제

는 푸코가 말한 이 이론은 자유민 체제입니다. 결국엔 쌍방향 작용하지 

북한처럼 일방적 작용 아닙니다. 두 번째는 푸코가 말한 이건 뭐냐면 주

로 라든가 주민들을 식품 아닙니다. 과연 여기 식품권력이 문제이죠. 그

런 문제인데 이것입니다. 푸코가 말한 내용들 하나는 북한사회에서 권력

이 보편성, 특수측면들 이런 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제 

시기에도 우리가 일제통치 그때 불교니 작동 안했나. 그런 측면. 선행연

구들도 나온 것 있어요. 대입시키는 쪽인데, 

선진화재단에서 상당히 잘나왔는데 ‘작은 복지 큰 복지’ 문제, 이상과 

현실 문제. 결국은 분배에 한 성장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신체왜소에서 어

떻게 복지랑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데 저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문제는 이것은 식품생산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

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식품분배하고 연결된 측면이지요. 북한 사회에

서 만약 보편적 작동했다는 것은 식품생산이 없는 속에서 분배 쪽으로만 

가동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0년대 보편적 복

지제도가 작동하는 측면입니다. 결국에 신체왜소 쪽으로 나왔죠. 문제는 

2000년대 북한에서 신체 수가 확산이 둔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게 뭐냐면 결국엔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엔 시장을 열어 

놓은 쪽입니다.  사람들한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지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동서독 신장 차이 문제입니다. 97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이때의 신병사들, 동독이 되니까 94년도에 차이가 줄어들지요. 

그담에 2003년도에는 동독 남성들이 따라잡는 현상들 그다음에 2004년



제7장 北,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369

도에 출생아들이 결국  2006년도에는 결국 동독  통독의 결과이지요. 통

독이란 뭡니까? 과거의 동독이 실수했던 보편적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

도로 전환한 상태이죠. 이런 것을 해서 개별적 주민들의 신체왜소 같은 

것은 김정은이가 해서 특정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면서 한국사람 특정계

층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체제변화 선별적 복지 없이는 불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 G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결국은 복지의 문제가 몸에

도 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또 체제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지요. 두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신체왜소를 볼 때 

주로 물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신체왜소가 체제나 제도도 신체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제도로 돌아오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책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 

박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질문이나 의문 같은 것 있으면 순서 없이 이

야기를 해보시죠.

⧠ Q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80년도 국가 관련해서 빈곤 주체 아주 배

고프면 국민의 저항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저항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산다. 포기하고 살 때 보면 이미 그렇게 체념해서 살기 

때문에 국가나 정책에 대해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는 배고픔이 연속이 되면 못 먹는 것도 있지만 국가를 원망하거나 뭐하는  

같은 것을 쓸 텐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할까요?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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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빈곤인 양부족 때문에 신체왜소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확실한데 

정신적 스트레스나 음식선택권 같은 제약으로 인해서 잘 살지 못하니까 

음식이 여러 가지 있을 리가 없어 그러려니 하고 먹게 되면, 그것이 스트

레스나 정신적 빈곤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결국 신체에 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K

제 생각엔 아무래도 북한주민들이 특히 여성들이라든가 가정에서 식생

활이 많이 불편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관심가

질 것은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느냐. 전 북한사회 동기문제, 어느 

사회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배고픔이라든가 포기 문제, 순간 포

기와 지속적으로 포기는 다른 문제이지요.  그 말은 작동한다는 것입니

다. 아마 여기서 설명하려면 강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미래지

향적 가치관 문제, 풀릴 수 있다는 자각. 그다음에 당면하게 된 개별 간부

라든가 이렇게 돌리는 쪽들 대외 그런 쪽으로 설명 그게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 Q

상대성 같은 것이 많이 작동하나요? 평양지역과 평양이외 지역, 또 같

은  동네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왜 못사느냐 

이런 것은 작동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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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제 생각에는 아마 결국엔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문제인데요. 이 격

차가 지금 큰 것이 어느 정도 큰 가. 이것을 전반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북한사회가 빈부차이 격차가 적고 전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성하지 않지 않은가. 왜 평양 간부네 저 집

에서는 우리 못 먹는 두부를 개가 먹는다, 말은 돌거든요. 그게 구설로 끝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차이난다든가  사회 전반적 문제로도 이렇

게 생각해

⧠ U

저희 설문조사나 이런 것 조사했을 때 보면 실제 차이가 많이  그런 것 

보고서 불만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불만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

식으로 먹고 살게 끔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

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약간의 저항은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가를 엎

자, 이런 식까지는 안 되고 소심한 저항, 이런 식으로. 

⧠ Q

개인단위에서는 포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누적되는 것이죠.

⧠ G

그것이 쉽기 이야기 하자면 체제의 문제가 체제의 불만으로 나타나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불만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고 늘 

잠복되어 있으니까 해소가 없게 되니까 사람 몸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체제가 신체왜소에도 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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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게 푸코가 말했잖아요. 말씀하신 의미가 푸코의 몸 권력은 사실 사회

주의권과, 엥겔스나 맑스 자본론 다 나타나거든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

동이 노동자들의 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에 저

항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해석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몸을 왜, 아까 말씀

하셨듯이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개인이라고 하거든요. 푸

코는, 예를 들어서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개인이 아니라 사회 규율 속

에서 살아가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인데 이 개인은 

권력이 각인되는 장소로써 규정을 시키고요. 푸코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

기 하는데 왜 몸 권력을 북한에 적용해보냐면 하나 첫 번째가 규율이거든

요.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순응하게끔 복종하게끔 몸을 어떻게, 권력을 

각인돼서 국가권력에 순응하고 복종되게 만드느냐 그런 질서, 규율. 뭐 

이제 학교 수업시간이면 떠들면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권력이 

있고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처벌 받는다.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식량 

배급이거든요. 배급을 통해서 몸이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게끔. 700

그람 600그람 500그람 있는데 저항하면 못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소비의식이라는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저소비의

식이 국가권력이 몸에 투 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을 조정하는, 배급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저

소비의식이라는 것이 각인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국가권력이 강했

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책의 잘못이죠. 정책의 산물로 신

체왜소의 문제를 지켜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90년대처럼 그러한 즉 사회

적 저항을 하지 못하게끔 복종하게끔 여러 가지 규율 이런 것으로 배급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 정책이 목표로 했었던 바운더리 넘어서 버린 거

죠. 기근이 생겨버리니까. 신체왜소를 원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 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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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목적이었는데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기근이 발생하고 경제난 발생하니까 정책의 의도를 넘어서 버렸

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이렇다 그러면 국가정책의 실패로 봐야할 것인

지 신체왜소의 문제를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정책의 의도된 결과다.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당분 이런 데는 배급을 해줍니다. 지금도. 한다고 

그러면 체제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배급을 해 준다, 그것이 정책

에서의 연속성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신체왜소의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국가정책의 실패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논리

로 국가정책이 없었던 상황에서 신체왜소를 보게 되면 한국정부나 우리

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체제 변환을 시키지 않고서는, 전

복 시키지 않고서는. 그런데 국가가 원했던 방향을 넘어서 버리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개방이나, 개방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다른 국가의 지원이나 한국정부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국가

가 재정적으로 확정돼서 빈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리로만 해줄 수가 없는

가. 이것이 정책의 연속성인데 정책의 실패로 봐야 되는지, 대응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 K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북한 신체에서 권력이 의도한 몸이냐 의도하

지 않는 몸이냐 이 문제를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결국은 북한 체

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닌가 사회주의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인데  우선 마지막 문제의, 우리 동서독 봅시다. 동독 같은 경우 사회주의

권에서 잘살던 나라에요. 그런데도 서독 사람보다 키가 작거든요. 그다음

에 사회정권에서 시장은 자유롭게 열수 없는 구조에요. 시장이 왜 중요한

가 하면 시장은 주민들이 식품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구조에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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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없이 신체가 성장할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사회주의 시스템 보편적 이런 것 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처음 말씀 중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왜소함에 대해 뭐했느냐, 저

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의 실패하니. 왜 그랬냐면 단체에 있으려

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것은 정책당

국자들이 비록 이 정책이 옳다고 해도 경력이 이탈돼 키가 계속 할 수 없

더라도 계속 이쪽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써는 비록 

주민들이 신체가 왜소한데 왜냐면 이 북한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어

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흔히 신체왜소 문제 같은 경

우 북한에서 초기 당국이 키 크기 운동이라는 것이 70년대 등장했다가 

80년대 말이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키를 조화롭

게 발전시켜야 한다. 몸매를. 그러니까 이것은 당국이 책임을 감추기 시

작했다.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저작집 앞에 쭉 보면 벌써 우리가 키가 작다, 이것은 국

가 책임이다, 떠드는데 그 다음  쭉 보면 우리는 많이 세웠는데 아래 분들

이 제대로 못한다.  북한은 많이 대책 세웠다, 이런 쪽으로 돌거든요. 문제

는 뭐냐면 이렇다고 북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인들의 체격수준. 이건 북

한도 생각 없는게 저는 의도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정책실패에요. 그런데 

제가 푸코 이거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푸코가 여기서 말한 것은 권력이 의

도한 것만 말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몸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그 문

제도 상당히 논의되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푸코가 말했듯이 푸코가 있었

을 때는 산업화 시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규율을 통제 이런 

것이 나와요. 권력 수단들이 그 다음에 의도한 몸만 나오고 오늘  사실 여

러 가지 경우 못했죠. 그런 쪽을 설명하면 어떠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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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처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의도한 목적대로 이루

었던 것이 푸코의 기본 이면 의도하지 않고 발생되는 것은 사실 정책이 

실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란 것인

데 교정이 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책의 실패는 

분명한데 교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실패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K

그렇죠. 만약 그것이 사람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 습관화된 

것은 시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체제의 문제 

⧠ G

그러면 저기 북한에서 정책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자나요 사실. 정책 집행하는, 주체사상 무오류성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여기에  김일성이가 이 이야기가 나중에 틀렸다고 밝혀졌는데 60년

대 한 이야기가 그대로 그것을 수정하지 않자나요.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정책의 실패를 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주

체사상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체제의 실패, 정책의 실패는 지속될 수밖

에 없는 것. 김일성이 말한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74년인가 72년도에 주체농법이

란 것을 내놓았는데 그 주체농법에서 김일성이 요 지역에는 콩 심고 요 

지역에는 벼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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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근데 이게 정책의 실패로 본다면 신체왜소의 문제는 체제의 실패다, 그

러면 생산과 공급체계에서 되야죠. 그렇다면 시장을 북한에서 해주지 못

하니까 어느 선까지는 논의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정책의 의도이다. 만약에 시장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배급을 못해준 것

에 의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풀어 준건데 이것을 자생으로 본 것

이 아니라 못해주니까 정책적으로 시장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킬 수 있었

는데 허가시켜주고 인민들의 몸을 구속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장을 통

해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서 자꾸 국가권력이나 저항도 하게 되고 안

하는 현상들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진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것은 정책의 실패가 체제의 실패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권력의 

약화나 어떻게든  

⧠ K

제 생각에는 아무리 북한이 시장을 놓아 놔도. 관리가능한 시장이거든

요. 벌써 이 사람들한테 자율적인 환경은 못 넣어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과연 그게 정책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 부분은 

⧠ G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했는데 사회주의국가는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을 둔다. 그것은 

⧠ R

그것은 김일성도 예전에 58년도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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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그 시점이 시장의 시작이거든요. 농민시장이 그때  김일성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계획체제가 인민들한테 필요한 생필품 다 제공해주

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

로 허용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 G

논리적으로 시장의 문제는 지금 북한에서 장마당이 나타나고 상설시장

이 나타나는 것을 북한의 체제 전환의, 개혁개방의 신호로 보는 것은 상

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2년도에 나타났을 때 우리 학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온 난리를 쳤는데 몇 사람 빼

고는 나머지 전부 다 그쪽으로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기본적인 

베이직에서는 오늘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 R

신체왜소에 따른 통계가 있나요? 평균 키 이런 것.

⧠ K

이 자료는 많이 나왔어요. 

⧠ B

우리가 봤을 때  키 왜소에 따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건강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났을겁니다 만성질화 포함해

서 아동문제에서 아동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든

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산모하고 양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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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폐화 되고 아이들도 피폐화 되고 지금 이미 언제 그랬나, 듯이  흘러

갔잖아요. 거기서 나온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 G

일부 의학계에서는 DNA가 일부 변했다고, 남북한 간의 DNA가 게놈

지도에서 그런 정확하게 

⧠ B

사실은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북한 내조문제나 이런 것 비타민만 보

내주자 모든 게 지금 만약에 정책적인 결과로서 충분히 동물 사용할 때 

지원해주면서 똑같은 수단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 정책과정에서 비타민 요법은 전혀 효과가 없는

⧠ K

제 생각엔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을 동시에 써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G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도 줘야하고

⧠ B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 쪽 그럼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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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지. 그것이 완전한 처방은 못되죠. 아마 그

런 것 같아요. DNA 문제도 나왔는데 여기에 탈북 청소년들 들어오잖아

요.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키 컸어요. 문제는 정착 기간이 지날

수록 못 먹었으니까 초기에 쫙 컸으니까 기다리면 안 커요. 이게 향이

거든요. 뭐냐면 탈북자의 정신건강 신체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이 북한사

회 그대로 드러나죠. 하니까 많은 측면들. 여기서 병명 아시는 질환들. 그

런 것들 의약계에도 많이  

⧠ Q

저는 엉뚱한 질문 두 가지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했는데 북한 주민도 잘 먹지 못한 사

람들 정신상태가 사이코가 돼야 한다, 이런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북한

의 정치가 선군정치다 병 정치다 그러는데, 선군정치하려면 북한 군대

가 튼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를 보충하는데 신규병력이 이렇게 조그마

해가지고 튼튼한 선군정치나 병 정치를 할 수 있을까

⧠ K

제 생각에는 아마 전투력이나 많이  그러니까 북한 사회정권의 키가 낮

아지는 것과 함께 북한 사회가 후진했어요. 사회발전이. 이게 왜 그러냐

면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90년대 먹는데 몽땅 신경 써서 그렇지만 

실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요. 북한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일에 충실치 못하고 북한의 

노동현장 같다, 땡땡이나 친다. 이게 하나가 우리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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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조하는데 문제는 실체가 약하니까 일을  못 해요. 왜냐면 우리 탈

북자들이 여기에 와서 초기에는 오자마자 돈 벌어야 되니까 나하고 같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할아버지·할머니 되었어요.  먹겠느냐 말씀

이에요. 북한사회에서 신체왜소는 북한 주민의 일부 신체왜소를 생각해

봤는데 사회 전체가 후진이에요. 이것 뭐 한국사회가 경제가 성장하고 주

민들의 키가 성장하듯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까지는 

⧠ T

쉽게 신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신체를 가지려면 우선 적정한 양을 

먹어야하고 다양한 양소를 골고루 질을 높게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

금 거기 같으면 양 자체가 부족하고 질은 지금 쌀을 양곡을 얼마 준다, 이

야기하고 부식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부식 같은 것이 골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양을 충분히 주더라도 신체가 

왜소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통

제 수단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총량이 충분하면 차등지급을 해

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양공급이 될 수 있는 양을 줄 수 있는데 총량 자체

가 확보가 안 되는 거네요? 

⧠ K

그렇죠. 

⧠ T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위에 일부만 원하는 양

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밑에는 항상 부족한 양을 먹게 되니까. 그것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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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 그러면 우선 총량이 증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등을 하더

라도. 그렇게 하면 총량이 증가하면 배급하던 것을, 6개 5개 주던 것을 7

개, 6개 이런 식으로 하면 차등지급 받아도 양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우선 경제가 후진해서 총량을 공급 못 한다는 것은 기본적  

⧠ K

우리 가에서부터 봅시다. 제 생각에는 식품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만

약 운동을 했다, 하나는 식품 적게 먹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운동해야 하는

데 북한사회 같은 경우는 과대 운동이죠. 제가 왜냐면 어릴 때부터, 뼈 관

절 골반이 애들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쪽도 논의해야 하는

⧠ T

논의할 게 너무 많네요.

⧠ K

노동 강도, 이 뼈들이 자라기 전에 어린 연령 때에  이런 사회에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요. 북한사회 

⧠ U

저는 궁금한데요. 양 쪽이나 그런 쪽도 공부 했었으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못 먹는 것이 가장 큰 향인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했

는데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은 차등적 분배를 하고 그나마 90년대에는 심

지어는 전 국민의 6%로 밖에 분배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편적 복

지로 볼 수 있는가, 하고요. 그리고 지금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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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성장기에 향을 굉장히 많이 

줘야할 시기에 그렇지 못하면 키 크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보면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전에 다 자란 사람들은 이미 키가 큰데 그 이후에 

성장하신 분들이 작고 이런 것이 크잖아요. 우선은 정말 이게 사회적인 

그런 향보다는 오히려 그 향이 훨씬 더 크게 미치지 않나 

⧠ K

그러니까 말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

냐 선택복지냐 이것은 식품생산으로 보느냐 생산은 좁게 하면서 분배 위

주로 보느냐 이거로 봤어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점

차적으로 두 정권에 있어서 북한주민 60세, 70세 분들은 평균적으로 그 

나이 때 한국 사람들보다 키가 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문제입니다. 일단 북한정권이 그때부터 두 

나라의 복지제도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글 앞에서도 나와요 이게 서로 

90년대 기점으로 해서 그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Q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북한이 신규 군인이 입대하는 기준이 152cm 된

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145cm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엊

그제 신문 보니까 142cm인데 어떤 것이 정확해요 다 문제는 문제이지만 

⧠ T

징병이 충분히 안 되면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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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42cm이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 G

정말로 어깨에 AK소총을 지면 AK소총 바닥에 끌리는 

⧠ K

80년대 김정일이가 뭘 했냐면 그때 당 북한에서 전부 현대화로 나와요.  

북한에서 북한식에 맞는 전법, 북한 사람 체격에 맞는 무기생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 때에도 나왔지 않나 생각해 보고, 또 모르죠.

⧠ G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북한이 식량을 배급해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 11배급으로 나누어서 나누는 이게 근데 아침, 저녁으로 부식

을 배급 받는 계층. 우리로 치면 장·차관 정도 평양에 있는 그리고 일주일

에 한 번 정도 부식을 배급받는 계층 이렇게 해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식을 받는 계층 지역별로 나눠지는데 열한 개이더라고요.  

⧠ K

그 기준은 90년대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확인해서 알긴 아는데 90

년대 지나서 90년대 배급제 주기 시작하니까 공급 기관들이 문 닫기 시작

하잖아요. 그것을 부활 안 시켜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종업원 700명 정

도의 기업에서 66년 공급대상이어야 결국에 이 66호 같은 경우에 대학 

졸업하고 기사 받은 사람들도  우선 일체 공급도 다 없어. 그러니까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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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도  공급지가 다 없어. 

 2000년대 7.1 조치 때 북한이 공짜  겹치지 않을까. 이제 공급제가  

공급제를 논할 때 11계층 아마 국가배급, 북한에는 두 가지야. 식량은 배

급이라고 말을 해. 공급이라는 것은 우선 부식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업품들. 1년에 신발 몇 켤레 다 있거든요 이게 공급이야. 차이점이 뭐냐

면 배분 배급표 수준의 출금에 따라서 그런데 공급은 따로 있어요. 배급

표는 공짜로 나오지만 공급편은 인민반에게 나가요. 인민반에서 도장 찍

고. 그런데 배급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주잖아.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달라지는 측면들 그다음에 자꾸 북한사회를 볼 때 계층으로 분

석 하냐면 북한에서 세 개 계층으로 나누는데 사회 기본 계층이 들어가야 

하는데 설명 못하냐면 실지 핵심계층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 계층과 비정

치 계층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공장기업에서 당 

비서가 출직되면 지배인으로 갈 수 있어요. 행정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런데 행정일꾼이 아무리 잘해도 당 쪽으로는 못 가요. 뭘까 하향만 있어

요. 쌍방향이 아니에요. 계층으로 보면 분석머리가 그래서 제가 2009년

도에 선군시대 북한의 사회적 신분변화라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에서  그

게 정치인들 경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쪽도 설문이 돼야 되요. 일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대학 강의 때 우리 교수님 그런 실수  이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까지 의

논이 되면

⧠ E

다른 이야기 인데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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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주택도 원래 90몇 년도까지 간부들 몇 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밑에 

아마 2002년도 7.1조치가 그 전에 급수를 그 권한이 고난의 행군 때 거

의 기능 못하고 이걸 다 없앴어요. 꼭대기니까 밑에까지 그렇게 차별 심

하지요

⧠ R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급 총량이 늘어나면 신체왜소라든지 공급문제, 

식량 배급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시장을 허용을 한 것인데 만약 공급이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든 뭐하

든 지원을 받고 내부적으로 농업혁신이 일어나면 시장이나 주택도 자기

가 사잖아요. 시장도 다

⧠ K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 R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체왜소 문제는 결국에는 북한식량 경제문제인

데 몸을 구속해 왔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순응하게 만들게. 거기에다가 

강제적인 국가 보위부나 안전 이런 애들 보면 억압적이고 법제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깨진 것이거든요. 경제. 배급이 깨진 것이 문제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국가권력의 투 , 밑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으로 

시장이 허용해 준건데 나중에 그렇다면 북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확대시킬 것인가 대외적으로 투자 취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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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전면적인 개혁·개방할 것인가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문제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 해결방법 중 하나는 총량 증가인데 총량 증가는 북한 

자체적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떤 생각이드냐면 우리가 국제사회나 우

리나라가 신체왜소 문제 때문에 식량도 줘야하고 비타민도 줘야하고 의

약품도 줘야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

는 방향으로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 K

단기적 처방이죠. 점차적으로 유도하고

⧠ R

G 교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북한의 계획체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바꿔줘야 한다는

⧠ U

그런데 시장 확대되고 이러면서 총량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90년대

나 이런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키도 많이 자라고 개선이 된 것이 나타나는

⧠ R

그러니까 오히려 신체왜소 문제가 식량인 정책의 실패 는데 일상과 

정치 간의 타협의 산물로 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90년대 김일성 사망하

고 나서 상당히 신체가 왜소가 되고 이런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생산총량이 외부적으로 받든 총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

미 확장이 신체를 이미 구속해 왔던 것을 강제적 억압이 남아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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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체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아마 전면적이 개혁·개방보다는 

그런 식의 체제 보안하는 형식으로써 유지를·

⧠ K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독, 사회자체가 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연하게 그 체제가 갖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체 아닙니

까. 그 독에 의해서 아무리 우선 북한이 아무리 식량생산 올리면 국방 쪽

은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방 줄인다는 것은 체제변화예요. 체제변화 

없이 국방 못 줄여요.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하지는 못하죠.

⧠ T

빵을 제대로 못 먹을 때는 자유는 제쳐 놓고 빵을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빵을 잘 먹게 되면 딴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거기 북한 주민들

을 잘 먹게하면 다른 생각을 해서 자생적으로 체제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요?

⧠ K

그쪽에  지원하는 쪽이고 하나는 단기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서 자생적 

그러니까

⧠ T

다른데 신경을 못 쓰는 거네요. 우선 먹어야 되니까. 배부르게 먹게 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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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량이 늘어나려면 북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 박사 말씀하신대로 신장이 커

가고 있다, 결국 그것은 시장을 통해서  뜻인데 최근에 보면 경제특구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공포정치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북한 시

장에 누가 경성통합을 서로 주고받고  신용을 만들 테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시장이 활성화될 일이 있을까. 또 시장이 죽어버리면 왜소 현상이 

또 반복되는 결국은 ...

⧠ R

저는 시장을 문화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을 정치적 측면에

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경제학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시

장을 들여도 보면 시장이 절대로 북한체제의 위기나 변화를 초래할 것 같

지는 않아요.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명령이나 지시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

는데 그다음에 유일론도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체성이 만들

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것이 형성되면 외부로 부터 정보

가 들어오면서 그게 깨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당이나 지도자의 지시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장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다보면 결국 북한

사회가 형성해온 문화가 뭐냐. 여러 가지 정체성 지시,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 요소들. 그렇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자생이 정부가 못해주니까 시장은 내버려 두는 거니까. 시장이 커지면 당

연히 그 북한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문화의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이죠. 당연히 이것은 통제대상이죠.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것은 완전 통제

대상이거든요.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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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게 되면 결코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한 그 질서, 그 틀을 깰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신체왜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실패이지만 결코 총량이 증가된다든지 총량이 증가된다

는 것은 말씀하신 오픈인데 오픈하지 않고 생산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장을 육성시키는 것인데 그 육성이나 오픈은 결국 체제의 

틀을 깰 수 없는 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범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 T

그게 결국은 시장이 열려있으면 물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 주민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옛날처럼 통

제가 안 되게 돼서 결국에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시장을 조이기

만 하면 항상 옛날처럼 통제가 된다는 전제를 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시장을 열면 어쨌거나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고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서히 변화할 수는 있잖아요.

⧠ R

그게 북한 시장을 논의할 때 저는 90퍼센트라고 하거든요. 북한 연구

할 때 가장 핫한 이슈가 시장인데 시장가 전체의 90퍼센트라고 과장해서 

말씀 90퍼센트의 연구가 뭐냐면 시장은 물품만 거래되는 곳이 아니라 인

포메이션이 거래가 된다. 의식의 네트워크  체제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 그런 보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소위말해서 시

장의 경제학적 관점인데 정치학 접근으로 들여다보면요, 시장은 누가 관

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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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게 지금 같은 통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그런데 밑에서부터 변

화가 되면 그 통제 체제가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R

저는 시장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기본적인 이상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당은 통제가 되면서 과거에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분배에 있어

서 공급되었고 생산이 되었던 체제와는 다른 모습이죠. 시장요소도 들어

오고 과거의 계획체제도 들어오고 혼합 되어서 

⧠ T

그 부분은 일단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번창하는 것 같으면 통제를 강화하

고 그렇게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

에 없다.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 

⧠ R

의식, 주민들의 의식이나 정체성 이 부분들은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

에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철저하게 통제 관리를 하지 않은가. 변하지만

⧠ G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오고, 상품도 중요한 것은 상호의

존성이에요. 서로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는 북한의 

유일체제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자체가 상호의존성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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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부와 국민 간에도 상호의존이고 시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상호의존이고 기업과 기업 간에도 상호의존,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시장의 확대나 시장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요소를 가지고 있

다. 그 자체가 유일체제인데 그래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시장을 확장시키고  확

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언가에 대해서 

⧠ R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아직까지 시장은 관리, 

통제를 받고 있다. 통제, 관리 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 

논의 초점이 아직까지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갔

을 때 변화시키는 네트워크 형성한다. 저도 동감하는 것이죠. 다만 아직

은 철저하게  때문에 그것 관리대상이 되는 시점이 통제대상에서 벗어나

는 방안이 될까.

⧠ T

지난번에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화폐개혁을 한 번 시도를 해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을 처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화폐개혁을 한다는 것이 결국

에는 장롱 속에 화폐를 끌어내서 시장을 다시 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도

한 사람을 처형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통제와 저항이 

점점 반복이 되면 저항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쪽으

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조여서 통제를 한

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장기적으로 그게 몇 번 리듬을 타다보면 

나중에는 저항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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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일단 2009년 나왔던 화폐개혁에서 그 이전이 5차인데 그 이전의 화폐

개혁하고 5차하고 차이가 조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예전에 배

히 불만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 K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 준돈 뺏어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기

가 번 돈 뺏어 가면 문제가 더 많자나요. 북한이 이때까지 화폐할 때 일대

일로 바꿔주는 것

⧠ G

계속 제한해왔죠.

⧠ K

일대일 바꿔주면 나머지 다 저금시킨단 말이에요. 90 몇 년도에는 300 

몇 번 밖에 안 바꿔주고 나머지 저금시키라고 해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100대1로 바꿔주잖아요. 구 화폐 100원짜리 신 화폐 200원짜리 바꿔주

면서도 이건 10만원권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90년도 이전의 화폐개혁

은 국가에서 준 돈 조금 조금 만 것들 이란 말이에요. 지금 2008년 같은 

그동안에 애써두고 장사해서 번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이 크죠. 

⧠ T

옛날 화폐개혁은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만 끌어내는 것이네요. 새 종이

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었고 이번 화폐개혁은 일대 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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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화폐교환이고 화폐개혁이고 

⧠ T

옛날에는 화폐교환

⧠ K

지금 같은 형식에 1대 100으로 바꿔주는 데도 있고 90년대 이거 지금

은 자기가 번 돈이죠. 그래서 불만이 크죠.

⧠ R

월급을 

⧠ K

그것을 조금 하고 장사가 활성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번 돈인

데 그렇게 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0년대부터 2009년까지 이 안

에 번 돈이 싹 날아가니까

⧠ B

지하경제 규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봐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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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정확하지는 않지만 18~30% 정도? 20~30% 정도일 겁니다.

⧠ Q

최근에 북한에서 장롱 속의 내화를 끌어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인책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판다든가 아파트 

고급스럽게 지어서 산다든가 놀이공원은 입장료를 받아서 산다든가 그것

은 돈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식으로 돈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옛날 같은 경우 

⧠ T

그냥 뺏은거죠.

⧠ K

북한에서 7.1조치에서 가장 주목할게 그 전에는 북한이 사람평가, 정

책평가에서 정책평가 앞세웠어요. 돈은 적게 해도 도니까 7.1조치에서 물

질적 평가가 등장, 더 강화된 쪽이죠. 그게 

⧠ B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 복지라고 

쓰는 것 보다는 계층 보편적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어야 계층중심으로 보

편적인, 계층에서 벗어나버리면, 계층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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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새로운 것이 유용하게 나오겠어요.

⧠ G

중요한 문제는 북한은 평등사회가 아니고 북한은 보편적 복지국가 아

니다

⧠ B

계층이라는 말을 꼭 쓰는 게 좋다 오늘 얘기하면서 가장 저기 한 게 계

층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거기에서 모든 

북한의 파생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좌파 진보에서 보

는 계층이라는 것은 평양만 계층이라고 보고 북한 삼양에 있다고 하고 인

권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북한 주민들 다 대상으로만 

정책이 돼야 되는데

⧠ Q

아까 그 핵심계층, 기본계층, 비계층 보면서 하향만 있지 상향 없다고 

그랬는데 큰 공을 세워도 상향이 안 됩니까?

⧠ K

계층에서 상향, 하향은 있어도 종치신분은 못 봐요. 이게 문제에요. 우

리 만약에 국정원 돌아다니고  만약 월북 들어갈 그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에요. 우선 당 이 쪽하고 접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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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귀족하고 평민차이

⧠ K

계층분석에서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것을 봐야 되요.

⧠ T

상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은 못 된다

⧠ K

꼭대기 북한의 무슨 정치위원 군단장 했던 사람이 정치 꼭대기 선에서  

움직이는데 북한에서 군에 딱 들어와서 정치대학 그러니까 딱 보고 야는 

정치 쪽으로  딱 갈라 이동이 없어요. 쌍방향 아니에요. 한쪽 방향이야.

⧠ T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

⧠ K

이게 거의 그 개념이더라고. 

⧠ B

우리는 모빌리티를 형평한 사회,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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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북한에서 그 기능이 거의 물질적으로 중산층입니다, 하위층입니다, 이

렇게 하잖아요. 

⧠ R

그래서 굳이 뭐 서독이 얼마만큼 북한을 따지지만 열심히 노력을 한다

든지 이렇게 신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동이 북한에서는 신분의 본질을 알

고 있나요? 내 신분은 절대 노력해도 

⧠ K

거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여기는 숨기는 속에서 의식하지

만 북한은 오히려 공개해요. 우리 벌써 북한 차 번호 다 있단 말이에요. 

차 앞에 17호 인민보안성 차로구나. 중앙당 선물 받은 중앙당 차보고 계

급이 나타나고 김일성 배치단 것 보고 북한사회 일상 주민들이 저것을 가

지고 상대적 빈곤사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그것을 당연시 하

게 하니까 그 시스템이 

김일성 배지가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장성택 당상이라고 당 마크에다 

다는 것이에요. 당 그런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 돈 주고 달 수 있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라고 해서 달고 일반 군대들은 다 다릅니다. 계급이 어찌 

보면 북한사회에서 계급이 당연시 되는 

⧠ T

공민증에도 기록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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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지금은 옛날 주민등록증은 수첩처럼 되어있는데 지금은  한 장인데 그 

전에 피, 직장 다 있었어요. 보면 경찰들이  벌써 그것 자체가 뒤에 있다

는 것은 이 사람 봐줄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주

민등록 이 사람이 뭔지 모르고 봐줄 수가 없자나요. 그걸 없애서 거기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 G

더 질문할 것 없으면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와 관련된 발제

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장 결론

 





본 연구는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

고, 관련된 재원조달,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먼저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 및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철수 연구의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비교분

석을 위한 틀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복지시

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발달과정, 사회복지제도와 체

제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달성된다. 특히 국가, 기업, 개인 및 

가족 삼자 간의 사회복지 책임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북한

의 2층체계와 남한의 3층체제 그리고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

스 그리고 사회보훈이라는 제도별 구분과 상대적 중요성은 통일 후의 구

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려할 때 중요한 틀이 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상기한 거시-구조적 틀을 채우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

해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의 지속성과 변화, 전달체계와 제도별 운

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제도별, 급여별 지속성과 변화에 대

한 관찰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급여산식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이러한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적인 관련정보의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라 생각된다. 이는 기존문헌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포럼에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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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탈북전문가들의 검증과 기여를 출발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극

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은 기존의 사

회보장시스템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앞의 거시

적-구조적 연구와 개별제도별 연구 결과가 해석되어 보다 우수한 사회보

장시스템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사회보장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조치(예를 들면 시장의 역할 

등), 교육, 신분이동, 노동, 식량사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제도를 상정하더라도 전제되는 통

일 시나리오와 통일 추진단계에 따라 그리고 선택된 사회보장제도의 커

다란 재편 방향에 따라 제도별 재구축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들을 명시하고 향을 고려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커

다란 틀을 고려하여 구성 제도별 연구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북한의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산주의에서 

개방 자본주의로 전환한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참고로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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