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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 높아졌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2019년, 특

히 하반기에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다시 시작되면서 급속히 식어 버

렸다. 국제관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늘 있어 왔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대한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만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

의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치로 발생하는 군사·안보 

비용, 북한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가 지속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될 때 북한의 개

혁·개방은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북한은 2010년을 전후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

리협약 등 그동안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인권 영역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엔 및 산하기구들과 공식적인 협력을 진행해 가고 있

다. 이러한 흐름을 발맞추어 정치적으로 경색된 국면에 비정치적인 영역

에서의 교류·협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밑거름이 될 것이

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측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북한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

약계층의 생활 실태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 

발간사 <<



연구가 목표로 했던 교류협력의 실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본원의 조성은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고혜진, 송철종 부연구

위원, 김예슬, 조보배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강남대학교의 이준우 교수님

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윤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주 부

연구위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

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 연구가 쉽지 않은데, 참여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

해가 아님을 밝혀 두며, 이 연구 보고서가 이후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과정에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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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Welfare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 A Plan for Cooperation in Welfare Programs Targeted to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1)Project Head: Cho, S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ith objective data, 

the living conditions of women, children, adolescent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in North Korea;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programs implemented to pro-

vide benefits to these groups; and develop a plan for in-

ter-Korean cooperation in health and welfare.

To this end, we conducted a literature survey (North Korean 

laws and official documents and reports by international or-

ganizations) concerning the aforementioned target groups. We 

also conducted in-depth and focus-group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ir health status. 

Th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the recent stagnation of in-

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has softened in its stance on 

the UN, in what may be an attempt to be accepted as a normal 

nation. 

Still, any contact with South Korea is forbidden in North 

Co-Researchers: Ko, Hyejin ․ Song, Cheoljong․ Yoo, Minsang ․ Lee, Yunjin ․ Lee, 

Junwoo ․Cho, Youngju ․ Jeong, Jiung ․ Jo, Bobae ․ Kim, Ye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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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Korea, so that not o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NGOs are not allowed to carry out any programs in direct co-

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rea of highest potential for in-

ter-Korean welfare cooperation are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f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is slow, it 

may be more realistic to seek inter-Korean cooperation with 

the involvement of third-party countries. 

* Key words: South and North Korea Welfare·Health  agenda, South and North 
Welfare·Health Exchange and Cooperation, North Korean 

defectors interview



1. 서론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

의 주된 수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

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음.

⧠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과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의 실질

적인 오해 불식과 한반도 사회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사항임.

○ 최근 격변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동

질성 회복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특히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생활 수준의 이질성과 

격차는 향후 한반도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

성이 크며, 사회보장과 보건 분야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격차 완화에 

나서야 함. 

요 약 <<



4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보건의료 중심의 교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백신 보

급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그 밖의 복지의 다양한 영

역에서는 별다른 교류협력의 경험이 없음.

○ 국내외 대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식량원조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영양, 전염병 치료, 의약품, 병원 현대화 사업 등

에서 많이 이뤄졌으며, 점차 기초식수공급 지원과 사회 취약계층

을 위한 인프라 지원의 범위로 넓혀져 옴.

○ 다만 2008년 이후 전반적인 대북 원조의 규모는 급격하게 하락

해 최근에는 기초보건 및 긴급구호 지원에 한정해 지원되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는데,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식량 및 의약품 이외의 물품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임. 

－ 향후 남북한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 

－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관점이 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남북의 각 체제를 유지하며 평화 공존하는 상

황을 전제하여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이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주요 복지 대

상자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활 실태와 관련 복지정책을 

파악하여 남한과 비교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각 대상별(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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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 및 공식 출간 문서 분석, 국제기구보고서 등) 및 심층

면접, 초점집단면접(FGI)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함.

－ 여성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양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아동기를 보낸 청년, 북한에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

었던 북한이탈주민, 북한 장애인복지 전문가, 노인 북한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함.

2. 북한 여성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 광복 이후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한 사

회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러 법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

으나, 북한의 여성 복지 정책이나 조치는 임신·출산이라는 특정 시

기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실효성이 낮아 적절하고 포

괄적인 방식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함.

○ 최근 북한 여성의 복지와 관련한 법으로는 「녀성권리보장법」

(2010년 채택, 이후 수정 보충)이 가장 대표적이고, 「사회주의헌법」, 

「로동보호법」, 「사회주의로동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가족법」 등이 있음.

－ 북한의 법에서 여성 복지 관련 내용은 「녀성권리보장법」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노동 관련 법에 특별히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 내용이 주를 이룸.

－ 한국 사회에서 여성 복지가 노동을 비롯하여 정치적 참여, 젠

더 폭력, 출산 및 양육 등과 관련한 여성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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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 사회에서는 보호해야 할 여성, 특히 임

신·출산 여성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여성 복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북한 여성의 복지와 유관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조치들에 대해 

남한 사회가 여성 정책으로 명명하는 것일 뿐, 북한에는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없고 담당 인력도 없음. 

⧠ 북한 여성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과 건강, 재생산권 분

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 북한 당국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보호임.

－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고, 출산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양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임.

－ 탁아소 등과 같은 양육기관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 왔던 것

과 달리 최근에는 그 책임이 개별 여성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경향을 보임.

－ 『조선녀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탁아소, 유치

원, 육아원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식자재 등을 여성이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현실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의 부담을 더욱 배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생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공식 직장이 아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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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현재까지도 여성의 다수가 시장에 종사하고 있고, 공

식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장사를 함.

－ 북한 당국은 거리 꾸미기를 비롯하여 건물 개건 보수, 농사일, 

산림 복구 등의 국가적 사업과 돌격대, 인민반 등을 통해 노동

력이 필요한 분야에 여성을 동원하여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자 함.

－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주요 경제활동 공간인 시

장이나 직장 등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여성의 건강에 있어 ‘평균수명과 나이 듦에 따른 신체활동 제

약’ 및 ‘질병의 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 북한 여성 건강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나, 이미 

조사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나타남.

○ 고된 가사노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기나 수도 등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더욱 큼. 게다

가 먹고살기 위해 장사를 하고 농사짓는 일 등 대부분의 일을 여

성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 여성이 더욱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음.

○ 경험적으로 여성 관련 암(유방암, 자궁암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

다는 점과 더불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

재는 이 분야에서 여성 질병에 대한 교류협력과 관련해 고민이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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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북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지

식 수준, 출산 관련 실태, 피임과 유산 등과 관련한 실태를 국제기

구 보고서 및 여성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확인함.

⧠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전반의 활성화 노력의 흐름 속

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종교단체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 여성 교류협

력은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다 최근에는 부진한 상황임.

○ 그동안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민

간 중심으로 진행됨.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의 차이가 여성 지

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여성 의

제를 발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음.

－ 북한은 ‘공식적’으로 여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 교류협력은 ‘문제의 원인이 체제 외

부에 있는’ 위안부 의제에만 입장을 같이할 수 있었을 뿐임.

－ 남북 여성 교류에서 복지와 관련성 높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나,.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시 식량, 생필품 

제공 등과 같은 일회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구호사업이 전부임.

－ 남북 교류협력에서 복지 분야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이 명확하게 제시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복지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

원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목적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사

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를 관통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문제 제

기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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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통일 기반 형성 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정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기본적인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남

북 여성 교류협력의 여성 복지 분야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함.

○ 취약한 북한 여성의 복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 남북 여성 교류협

력은 북한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량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북한 아동·청소년 실태 및 교류협력 경험

⧠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의 아동 관련 법령과 국

제기구 보고서 및 보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 결과를 

통해 북한 영유아 복지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함.

⧠ 최근 관련 법령의 조문의 변화를 살펴볼 때 김정은 정권 시기의 영

유아 육아 지원 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하고 있음.

－ 면담 조사를 통해 실제 북한의 육아가 주로 사적 영역에서 작

동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영유아의 건강·영양, 보건·위생, 보육·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MICS(The global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출산 직후의 초유를 먹이는 비율은 99.6%로 북한의 모유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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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상당히 높음. 북한 영유아의 발육 상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영유아발달도구(ECDI) 측정 

결과 도시에 비해 농촌의 영유아들의 언어, 신체, 사회성, 인지 

발달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격차가 확인됨. 

－ 북한의 임산부는 산전·산후휴가를 권리이자 의무로 사용함. 

산전검사를 받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임산부의 파상풍 접종은 대체로 잘 실행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하고 가구소득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북한 임산부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의 신생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상태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됨. 위생 영역에서 식수의 배설물 

오염도가 높은 농촌 가정, 저소득 가정에서 정수하지 않은 물

을 먹는 가구가 많아 이들 가정의 영유아 위생 상태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 영유아의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뇌발달

을 자극시킬 장난감, 동화책, 그림책 등의 다양한 놀잇감은 비

교적 구비되지 못한 편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편차가 있음. 실

생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에 대

한 지역 간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큼.  

－ 취학 전 보육·교육기관에 있어 면담을 통해 탁아소와 마찬가

지로 유치원이 운영되는 원동력은 국가가 아니라 경제력 있는 

학부모의 후원에 있음을 확인함. 북한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무상교육의무제도는 

흔들릴 수 있을 것임.

－ 2017 MICS 보고서와 2015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남북한 

영유아의 기본 생활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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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MICS 북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

들(교육, 생존 및 폭력, 아동 노동, 생활 수준)을 기반으로 탈북한 청

소년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확인함.

○ 한 예로, MICS(2017) 조사에서 북한의 인민학교 이상의 출석률

은 97%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입학 후의 모든 학교급의 졸업 비율은 99% 이상으

로 나타남. 이는 남한을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치임. 그러나 대부

분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

지 않고 등교하지 않거나 빈곤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 집안일을 돕

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임.

⧠ 청소년기를 북한에서 보낸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북

한 사회의 모습을 생존·보호·발달·참여에 대한 권리에 맞게 정리함.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함.

○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사회

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이야기함.

○ (북한 내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에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북한의 의료 상

황은 낙후되어 있으며, 기초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고, 긴

급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말함.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

○ (폭력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대체로 북한에서는 가

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용인되는 편임.

－ 북한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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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입할 국가

기구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임.

－ 면담자의 대다수는 북한에는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

입이나 지원, 회복 등의 체계가 없다고 느낌.

－ 북한의 아동 노동 상황은 과거 서구에서 자행되어 왔던 아동의 

공장 노동과는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 교육과 봉사의 차원으

로 단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이 빈곤하면 교육이 아닌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

○ (교육 및 여가 등 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시장에서 상품화(commod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됨. 

－ 참여자들은 북한을 신분사회 혹은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하였

는데, 출신 성분이 중요함.

－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은 남한 사회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응답함. 학업 스트레스보다는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동이 더 많다고 함. 북한의 경제 상황은 일반적 아동들의 삶

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한 아동·청소년 교류는 남북한 정부나 단체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량이나 의료에 대한 지원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과 남북한 사람이 만나 교류하는 남북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주로 식량 지원

과 기초보건의료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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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사업은 햇볕정책으로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

터 급격히 감소함.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남북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역시 

햇볕정책 시기에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과거에 이루어진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은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 사회공헌 분야 등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주로 이루어짐. 

4. 북한의 장애인 실태 및 교류협력 경험

⧠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5.5%로 나타남(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

○ 북한의 장애 유형은 총 6개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나뉨.

○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5.5%의 장애 비율 중 지체장애가 

2.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언어장애 및 정신장애가 0.4%의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의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사회보장법」, 「년로자보

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일부 조항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단편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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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제정되었으며, 2013년 개정됨. 개정

된 법의 구성은 총 6장 55조로서,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3장 ‘장애자의 교육’, 제4장 ‘장애

자의 문화생활’, 제5장 ‘장애자의 로동’, 제6장은 ‘장애자보호사

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이루어짐.

○ 「장애자보호법」 이외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

동권리보장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사회주의로동법」, 「인

민보건법」 등이 있음.

○ 전체적인 틀에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

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면, 남한에 

비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의 숫자와 내용 측면에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장애인 복지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북한 복지 제도와 마찬

가지로 상이군인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가 지원된다는 점임.

○ “장애인복지급여의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 수준의 복지

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로 이루어지고,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

가 적용”(정지웅,이철수, 2016, p 162)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권 장애인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특징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초점집단인

터뷰에서 나타난 북한 사회의 장애인 복지 수준과 장애인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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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혜택은 주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많았으며,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와 혜

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영예군인 외에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복지 제도가 부족함. 고

난의 행군 이후로 영예군인에 대한 혜택마저도 줄어든 상황이

며, 49호 보양원에 입원 시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함흥의 보조공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재정난과 식

량난으로 공장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

애인의 보조기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아 북한의 장애인 복지는 

영예군인을 위한 보상의 개념에 가깝고, 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다

는 의견이 나옴.

－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장애 유형으로 영예군인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와 지체장애에 대한 용어를 

혼동함.

○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둠.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무서운 존재, 감추고 싶은 존재, 배제와 

격리의 대상, 연민·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교육 제도는 주로 신체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적

장애, 지체장애를 위한 교육 제도는 확인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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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앞서 교류협력을 위한 전달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교육 마련,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장애인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경험은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

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됨. 등

대복지회는 2005년 북한 장애자보호련맹과 합의해 장애인 용품

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남북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특

수교육 및 재활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관련 시설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 2011년에는 국제푸른나무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과 함께 남북 장

애인 교육 및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

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함. 이후 북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용품 제공과 훈련 등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분야의 남북한 협력에서는 지나친 정부 주도형에서 

탈피해 남북장애인교류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음. 

5. 북한의 노인 복지 및 생활 실태

⧠ 법령상 북한에서 노인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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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로동법」은 제74조에서 년로년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년로자보호법」에서도 년로자를 남녀 60세 이상으로 하되, 노동

연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인 자가 해당 법에 의거한 보호 대상임을 명시함.  

－ 이는 남한에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인 65세보다 낮은 연령임. 

⧠ 북한에서는 노인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2000년대 이후 대상별 독립적인 사회보장법제를 체계화하기 시

작하면서 노인 일반의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꾀함. 

○ 그러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기 이전인 90년대 초반 연구에서부

터 이미 북한 노인의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됨. 

－ 법제화에서 나타난 선언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 북한 노인들의 

생활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공식적인 은퇴 이후에

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북한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노인 

부양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북한의 60세 이상 인구가 13.1%에 이르러 인구 고령화가 가시화

되었으며, 젊은 층 2명이 2.5명의 노인과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노인들의 빈

곤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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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인 복지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음.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년로년금’이 

있음.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으로 구분되나,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 통용되는 사회보험 및 사회

보장과 차이가 있음.

○ 후자인 북한의 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

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 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

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을 의미하

며, 북한 노인의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장법」에서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

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를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하며(사회보장법, 제2조), 동법에 따라 사회보장년

금이 지급되며, 대표적으로 ‘년로년금’이 있음.

○ 북한 인민의 노임은 상당히 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이탈주

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여 기간 및 생활비(로임) 수준에 따라 연

금급여의 차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노인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간

주하여 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하여 왔으며,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북한 당국은 노

인층을 위한 사회, 경제 및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요약 19

○ 국가사회보장에 기초하여 북한의 노인들은 무상의료는 물론 영예

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사회보장법 

제25조), 이는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인은 아동과 근

로생애기 청장년 집단에 비해 사회정책에서 후순위로 간주되는 

경향과 대비되는 부분임.

○ 2007년 4월 26일 「년로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노인 복지서비

스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소득보장 및 무상의료, 시설보호를 넘어 

각종 여가서비스, 안전한 환경 등을 추가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노인 복지 실상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계획경제 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배급제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현재 북한 ‘년로년

금’의  수준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음. 

○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 전까지 국가에 의

한 배급과 연금 지급이 안정적이었던 것은 물론 소득대체율이 비

교적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게다가 당시 국가가 엄격하게 생활필수품의 물가를 통제하여 연

금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했음.  

○ 하지만 90년대 경제난으로 계획경제 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현재

는 북한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급여가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간헐적으

로 지급되었으며, 지급된다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

이 부족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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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와해됨에 따라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의 연금액으로는 소량의 식품

도 사기 쉽지 않음.  

⧠ 북한의 노인서비스를 위한 시설로서 ‘양로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남. 

○ 북한은 무의탁자들(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음. 

○ 그러나 사실상 사회제도를 통한 노인생계가 보장되지 않음에 따

라 노인의 삶은 개인화와 시장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고령자는 가족 부양에 의존하거나 개인이 장마당을 통

해 소득을 올리는 등 개인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가정 내 혹은 개인의 여력으로 생활이 영

위되지 못할 때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노인복지시설(대표적으로 

‘양로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양로원에 갈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8촌까지의 

친인척이 없어야 한다는 증언)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

기 때문에 북한 노인들은 양로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됨. 

－ 양로시설 역시 기본적인 배급은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급자족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까지 노인 분야 남북 간의 직접 교류협력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제3국에서 북한 노인 시설을 지원한 사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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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 복지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남북한 교류협력의 목표로 첫째,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노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목표임. 일회성 지원이나 관심 끌기용 이벤트 형

식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을 이끌어 내기 어려움. 

○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치나 핵 문제와는 별개로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둘째, 남북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한과 북한의 분단 기간이 70년을 넘어감에 따라, 남북한은 경

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

에 남북한 교류협력은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 또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1)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여성 복지를 위한 교류협력 의제 

○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의 노동권 보장 

－ 시장이나 공장, 기업소 등에서 여성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마련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와 수도 등의 인프라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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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될 필요가 있음.

－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국가적 동원으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양육시설의 개선, 양육기관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물

질적 지원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건강권 및 재생산권 보장 

－ 북한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

한 여성의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향후 북한과의 교

류협력 추진 의제로 공동 연구를 상정하여 북한 여성 건강 실

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

요가 있음.

－ 의료·보건 분야 협력 의제들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어떤 질병을 중심으로, 누구를 대상으

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성별을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원과 협력의 과제를 도출

해야 함.

○ 건강과 몸에 대한 지식 공유 

－ 한국 사회에서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성교육을 

북한 사회와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교육 이

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한 여성 건강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주요 여성 질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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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분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

○ 복지 분야 교류협력에서 성주류화 실현

－ 복지 분야 실태 및 교류협력 관련 성별분리통계 구축

－ 복지 분야 교류협력 기금 및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복지 분야 교류협력 참여 여성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우선적으로 여성 교류협력의 주체와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주

체 간 교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각 영역에서 주요한 어젠

다를 공유함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것

이 필요함.

－ 각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북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교

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실

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남북 영유아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사업(ODA)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인도적 지원 이전에 남북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남북 협의

체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와 지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수혜 대상

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북

한에 물품을 지원할 때는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해

야 함.

○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개발협력사업(ODA)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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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개발협력사업은 다년간 남북 간에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

지므로 인도적 지원보다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남북 영유아 기본 생활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을 제

안함.

〈요약표 1〉 북한 영유아 교류협력 방안 분야별 추진 방안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 방안

건강·
영양

모유
수유

- 모유 수유 비율 99.6%

- 모유 수유를 못 하는 산모를 위한 

분유 지원

* 분유는 끓인 물이 필요하므로 전기, 

난방 시설 설치 

발육
상태

- 만성영양부족 19.1%
-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임신·
출산

- 모성사망률도 개선됨(파상풍 

면역 84.1%)

- 병원 출산 시 이불, 옷, 음식, 

땔감 등을 가지고 가야 함.

- 모성사망률 제로를 위해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 산원에 물품 지원

위생

영유아 
배설물 
처리

- 땅에 묻거나 투척하는 등 

비위생적 방법

-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 쓰레기 소각 시설이 미비하므로 

일회용 기저귀 지원은 지양

식수

- 농촌 식수 오염 가구 45.2%

- 우물을 아무 처리 하지 않고 

먹는 비율 83.2%

-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정
환경

컴퓨터,
인터넷 
보급

- 남한 영유아에 비해 컴퓨터, 

휴대전화 사용이 매우 낮음.

- 인터넷 보급률 1.4% 

-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컴퓨터 

지원

- 남북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개발, 보급

* 전기 공급 기반시설 설치

동화책, 
장난감

- 가정에 3권 이상 도서 구비 

50.3%, 10권 이상 2.3%

-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동화책, 

장난감, 인라인스케이트 지원

아동
학대

- 정책적으로 아동 권리를 

강조하나, 가정에서는 체벌이 

자주 일어남. 신체 체벌 43.2%

- 남북이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 추진



요약 25

자료: 저자 작성.

⧠ 남북한 아동·청소년 교류는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 속에서 행사 차원

의 교류로만 이루어졌으나, 그마저 교류의 경험도 손에 꼽을 정도

임. 이 과제에서는 교류의 목적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아동·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격차 해소 및 통합에 둠.

○ 기초보건 관련 교류는 북한에 어린이 병원을 짓거나, 민간 비정부

기구(NGO)에서 의약품을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나가는 등의 인

도적 지원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에 더하여 북한 내의 기초

보건 인력을 양성하고, 예방접종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효과적

으로 재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 북한의 아동은 남한의 아동에 비해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폭력 역시 아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 방안

보육·
교육

탁아소,
유치원

-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려면 

도시락을 싸 가야 하며 

땔감비(화목대)를 내야 함.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식량, 옷 등 

지원

- 탁아소, 유치원의 전기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남북
영유아 
기본
생활
시간

수면
- 북한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향후 MICS 

질문지에 북한 

영유의 기본 

생활시간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추가

식사

- 북한 아이들은 점심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같이 

식사함

- 탁아소, 유치원에서 간식 

미제공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우유, 빵과 

같은 간식 지원

ICT
이용 등

놀이

- 남한 영유아들은 스마트폰 

이용률이 53.7%이나, 북한 

영유아는 거의 접하지 못함

-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TV 

시청이 수월하지 않음

- 전기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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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아동기에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므로 남한의 빈곤 아

동 보호나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관련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노하

우를 북한에서도 도입하여, 아동이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

을 것임.

○ 교육은 남북한 아동들의 차이를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공동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함께 교과과정으로 편입

－ 아동권리보장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 

내에서 교사의 체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

므로 폭력적 훈육 방법이 아닌 긍정적 훈육 방법에 대한 교류

도 필요함. 교사들이 상호 교류하거나 세미나를 통해 현재 두 

사회의 교육상 훈육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식과 내용의 

차이에까지 관심을 두고 교류할 수 있을 것임.

○ 그 외 청소년들이 남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으므

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점진적 이해 수준을 높여 갈 필요가 있음.

3)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아래의 의견을 제시함. 

○ 북한은 사회주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에 유리하

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자연스러운 



요약 27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비교가 아니라 북한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장애인 복지 관련 동향으로, 장애인을 영역(예술, 체육, 특

수교육, 재활, 여성, 농맹 등)별로 구분하여 조직화하려는 움직임

이 있으며, 장애 유형별 협회를 조직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

인 택시 등을 신설 운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교류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동

포, 해외 기구와의 연합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 온 구조였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임.

－ 북한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사업 내용을 교류하는 데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

었으며, 실제 북한의 지도부와 협의해 이뤄 놓은 사안이 정부

의 협조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아

래의 내용을 제시함. 

－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준수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발

전 가능성 모색.

－ 해외 동포와 협력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 북한의 주체사상을 아는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함. 

－ 눈앞의 성과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함.

－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류협력이 필요함.

－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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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당사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류협력의 원칙에서 ‘대상자 중심’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은 북한 장애인을 위해 단지 무언가

를 지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변화, 다시 말해 

북한 사회와 주민, 장애인, 모두로부터의 변화를 지향’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을 추진하

고 실행하는 민간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국내외 NGO, 남한 정

부 등의 자원 창출과 지원을 통해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과 메커

니즘’에서 벗어나 ‘공급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 메커니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은 통일(unification)이 아닌 통합(integra- 

tion)의 관점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최근 통일학의 주류 관점이 “단순한 순간적 통일보다는 과

정을 더욱 중시하는 통합의 개념에 중요성”(김계동, 2006)을 두

는 것과 관련 있음.   

○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정책에 기

반을 두고, 통합의 관점하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

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요약 29

⧠ 또한 북한의 욕구에 기반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요청 사항과 Zellweger의 

2013년 연맹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장

애인 교류 분야에서 보조기구, 재활공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등 

일반적으로 의료 모델에 기반을 둔 욕구가 우선되는 것으로 파

악됨. 

⧠ 다만,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의 수준은 유엔의 대북 제재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제재의 정도에 따라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 방안이 다르게 설

정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

는 것 또한 필요함.

○ 북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음. 

－ 북측에서 욕구가 큰 사업들 중에서도 장애인 식량, 의료, 보건, 

재활과 같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

하여 추진하며,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교류협력의 경우도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 필요함. 

○ 이후 단계에서는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접근성 향상 등의 정책

을 추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중심의 확대 휴먼서비스 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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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첫째,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 대표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여가(생활)시설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가족 부양조차 기대하기 힘든 고

령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여가시

설 구축은 시급한 교류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음. 

⧠ 둘째, 북한의 노인 생활이 가진 시장의존성을 고려하여 특히, 전기 

노인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노인을 우선 고용하는 남북한 공동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노인 중에서도 특정 대상을 정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남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시력 찾아드리

기 사업과 노인 치과 진료 지원 사업은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넷째, 교류협력에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임. 

○ 교류협력의 목표인 북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

어야 함.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감시의 개념보다는 북한과의 지속

적이고 원활한 소통의 채널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요약 31

⧠ 더불어, 북한 노인의 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 아래의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노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욕구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차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일반적으로, 노년학에서는 75세 미만의 전기 노인과 75세 이상

의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거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80세 혹은 85

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구분함. 

○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목욕이나 옷 입기, 이동 등 일상생

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북한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

면, 평균적으로 북한 노인의 약 20%는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나, 그 비율은 후기고령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특히, 고난의 행군 당시 학령기를 보낸 이들이 이후 노년층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노년층의 건강 수준은 더

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비교적 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건강한 노년 대책을, 도움이 

필요한 고령 노인에게는 재가서비스 지원 등 연령을 구분하여 지원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령이 낮거나 건강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

는 데 중점을 두고 건강한 노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

구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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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의존도가 높은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확충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로시설에 대한 북한 주민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재

가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양로시설의 서

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요구호 북한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독거노인 혹은 요구호 노인의 지역

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노노케어 등 노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한 

남한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체계적인 북한 노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은 북한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인구고령화로 농촌과 도시에서 노인층의 비율이 커지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노인층이 농촌 거주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 전 연령에서 농촌 거주자 비율이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만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이들의 과반수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 사실상 많은 고령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

이 더 많이 필요하나, 보건의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가 도시로 

밀집됨에 따라 도농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요약 33

○ 이에 노인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개입과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에 대해서는 유화

적인 태도를 취하며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측과의 접촉을 내부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남한 NGO들도 직접적인 사업을 전개할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분야별로 볼 때 장애인 분야가 가장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남

북관계 개선이 더딜 경우 제3국을 우회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타

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주요 용어: 남북 복지분야 교류협력, 남북사회통합,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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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

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오해 불식과 한반도 사회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격변하고 있는 남

북관계를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

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동질성 회복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판단

된다. 특히,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생활 수준의 이질성과 격

차는 향후 한반도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보장과 보건 분야에서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

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격차 완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중심의 교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백신 보급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그 밖의 복지의 다양한 영역

에서는 별다른 교류협력의 경험이 없다. 국내외 대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식량원조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영양, 전염병 치료, 의

약품, 병원 현대화 사업의 지원 등에서 많이 이뤄졌으며, 점차 기초식수

공급 지원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지원의 범위로 넓혀져 왔다. 

다만 2008년 이후 전반적인 대북 원조의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 최근에는 

기초보건 및 긴급구호 지원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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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식량 및 의약품 이외의 물품 지원도 거

의 없는 상황이다. 

향후 남북한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완화시

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사회정책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는 장

애인 복지가 인도적 지원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국제 교류협력의 당위성

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특히 대북 교류협력에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최근 시도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도 체계

적인 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전(全)국가·사회적 관

점에서 추진되고 있기보다는, 개별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불명확한 목표 

하에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관점이 주로 통일을 염두에 두는 측면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남북의 각 

체제를 유지하며 평화 공존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의 주된 수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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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주요 복지 대상자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활 실태와 관련 복지 정책을 파악하여 남

한과 비교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북한의 여성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

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

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가부장적인 수령 체제가 확립되면서 북한의 

여성 인권, 복지 등은 매우 경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고난

의 행군 이후 여성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회적 발언권이 강화되었으

며, 이에 따라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변화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제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 대해 파악하여 이들의 변

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을 모색하였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영유아 및 아동 개발지원

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건(57%), 개발식량원조(3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3%), 기초교육(3%) 등의 지원은 매

우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조성은 외, 2018, pp.66-67). 아동의 발달

은 각 영역의 체계적인 지원과 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남북한 아동·청소년 교류협력의 영역도 더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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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

였다. 1990년 이전에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꺼리던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이후 전향적으로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고, 

복지시설을 언론 등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

한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장애자

보호법 등의 법률과 유엔 보고 문건 등에 나타난 장애 정의, 장애 개념 등

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런 다음, 북한 장애인의 현황을 정리한다. 이를 위

해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식문건에 나타난 장애인구 비율 및 장애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 방안의 함의를 도출한다. 북한의 장

애 정의와 현황이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 방안에 갖는 의미에 대하여 탐색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대회 조직도 구성하여 대외 활

동을 진행하고 있고 남한 또는 해외 동포와의 접촉도 시도하고 있다. 따

라서 장애인 분야는 교류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기초 자료와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노인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을 모색한다. 북한 역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북한과의 인구통합 

시 고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낙후

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인 복지 실태와 인프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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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북한의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해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법전」 2012년, 2016년도 증보판을 검토하고, 북한의 공식 출간 문

서(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영유아 

영양, 건강, 보건, 교육 등에 관한 실증적 자료로, 김정은 정권 시기 주민

생활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니세프가  실시하고 2018년에 발간

한 ‘2017 DPR Korea MICS’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조사원이 영유아

의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홍제환, 

2018, p. 3). 

이외에도 김정은 정권 시기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을 다룬 최근 

연구보고서들을 활용하였다. 

나.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탈북자, 장애인을 경험한 탈북자, 노인 탈북자 등 주요 인구집단별

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은 비밀보장이 가능한 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북한에

서의 삶과 경험들, 생각과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

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면담 시작 전에 오디오 녹음을 위한 동의와 자료의 비밀보

장, 익명성 등이 포함된 인터뷰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으며, 본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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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심의를 받았다.1)

1) 여성 관련 심층면접

북한 여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여성에게 제공되는 의료 분야 현황, 노동 분야 현

황, 교육 등 여성 복지 제도와 관련한 내용과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복

지서비스 욕구 등이었다. 면담은 2019년 7~8월에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에 참여한 여성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1-1>과 같다. 

사례번호 연령 탈북 연도 출신 지역 북한에서의 직업

2019-F1 30대 2013 혜산시 간호사

2019-F2 30대 2013 회령시 간호사

2019-F3 30대 2013 혜산시 장사

2019-F4 40대 2012 함흥시 교사

2019-F5 30대 2014 김책시 운동선수

2019-F6 30대 2014 혜산시 장사

2019-F7 30대 2013 갑산군 회계원

2019-F8 30대 2011 혜산시 노동자

2019-F9 40대 2013 혜산시 교환수

2019-F10 20대 2013 혜산시 장사

<표 1-1> 여성 북한이탈주민 심층인터뷰 참여자 주요 정보

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019-34호(승인 유효기간 2019. 

1. 1.~2019. 12. 31.)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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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여성 관련 면담의 주요 질문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북한이탈주민 대상 여성 관련 초점집단인터뷰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북한의 
여성복지
제도 현황

여성 복지 
제도

� 여성에게 제공되는 복지 제도의 내용

의료 분야

� 근무했던 의료기관의 여성 진료 과목 현황 

� 근무했던 의료기관의 여성 이용률

� 여성의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현황

� 여성 질병 관련 보유 의료기기, 수술 환경

노동 분야

� 산전, 산후 휴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관료의 태도

� 여성 노동권 관련한 복지 제도 현황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시설 현황

교육
� 교육 내용에 복지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방식

� 학교 내 여학생 또는 여교사 시설 현황

북한 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 활용한 복지서비스 종류

� 복지서비스 이용 시 애로 사항

복지 
서비스 
욕구 

� 북한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내용

�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자료: 저자 작성.

2) 영유아 관련 심층면접

김정은 정권 시기(2012년 이후)에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키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례 수가 

적으나, 관련 문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면담 자료는 문헌을 보

완하거나 생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면담은 2019년 7, 8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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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녀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3〉 영유아 양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심층인터뷰 참여자 주요 정보

사례
번호

연령 출신 지역 북한 최종 학력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에서의 직업

2019-PF1 40대
양강도

농촌
교원대

2016년/

2016년

소학교 교사, 

장사(밀수)

2019-PF2 30대
함경북도

도시
고등중학교

2018년/

2018년
공장노동자, 장사

2019-PF3 40대
양강도

도시
사범대학교

2016년/

2016년

중학교 교사, 

장사(밀수)

2019-PF4 40대
양강도

도시
전문대학

2017년/

2018년
판매원(밀수)

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4〉 해당 부모 영유아 자녀 기본 사항

사례
번호

연령 성별
형제
관계

장애 및 
질병 
유무

탁아소·
유치원 이용 

유무
비고

2019-

IM1
10대 남 외아들 건강

탁아소 

중단, 

유치원 이용

남한에서 북한 

원가족(남편, 

아이)과 살고 

있음. - 네 사례 모두 

북한에서 

친정엄마랑 

같이 살면서 

육아, 가사일 

등의 도움을 

받음.

* 2019-IF2 

아이는 

북한에서 

친정엄마가  

돌보고 있음.

2019-

IF1

10대

미만
여 외동딸 건강

탁아소 

미이용

현재 어린이집을 

다님.

2019-

IF2
10대 여 1남 1녀 건강

탁아소, 

유치원 모두 

이용

- 큰애가 각각 

1999년생,  

2000년생이라 

김정은 정권 

시기 전후 

육아정책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음.

-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았던 

북한 상류층이 

었음.

2019-

IM2
10대 남 2남 건강

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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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내용은 임신, 출산, 육아,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실태, 부모님의 

양육관과 양육 실제, 북한에서 자녀의 기본 생활시간, 사교육 등이었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북한이탈주민 아동정책 수요자(영유아 부모)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기본 인적사항

□ 부모

  ∙ 나이(출생 연도), 성별, 출신지역, 탈북/입국 연도, 직업(북한/

남한), 가족 형태(북한/남한)

□ 해당 자녀(*2015년 이후 북한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자녀)

  ∙ 나이(출생 연도), 성별, 출신지역, 형제관계, 현재 재학 여부

  ∙ 건강 정도 및 장애 여부

  ∙ 탁아소 및 유치원 이용 여부, 이용 기관명

북한 출산·육아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출산 

  ∙ 임산부 배려 정책 유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 출산 지원 정책은?: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 출산 

지원 등 

  ∙ 출산/육아휴직제도 현황, 본인의 실제 이용 여부 등

  ∙ 출생신고 절차는?

□ 육아

  ∙ 육아정보를 주로 어떻게 습득하는지

  ∙ 부모 세대와 달리, 달라진 육아법이나 육아정책이 있는지

  ∙ 예방접종 등 가정에서의 위생, 건강 관리 등

  ∙ 지역 단위에 육아 지원을 위한 기관(예: 우리나라의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무

  ∙ 주양육자, 배우자와 육아 분담 정도는?

북한 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탁아소

  ∙ 탁아소의 일반적인 현황은?: 보육실 수, 실외놀이터, 식당, 

교직원 수, 교사 대 아동 수 등

  ∙ 탁아소의 이용 현황은?: 일일이용시간, 차량 지원 여부, 급

간식 종류와 제공 횟수, 부모 면담, 안전·위생·보건 상태, 

이용 만족도 등

  ∙ 일반적으로 탁아소를 이용하는지, 기관보다는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지 등

  ∙ 탁아소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 

부모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 유치원

  ∙ 유치원 규모: 교실 수, 실외놀이터, 식당, 교직원 수, 교사 대 

아동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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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구분 질문 내용

  ∙ 유치원 일일이용시간, 차량 지원 여부, 급간식 종류와 횟수, 

부모 면담, 안전·위생·보건 상태, 이용 만족도 등

  ∙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유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그러한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어떻게 지내는지

  ∙ 유치원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 부모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북한 부모의 양육관·
양육 실제

□ 양육관·양육 실제

  ∙ 자녀가 어떠한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는지

  ∙ 자녀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실제 부모가 노력한 정도

  ∙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예: 학업, 건강, 

예의 등등)

  ∙ 자녀 체벌의 필요성 정도, 체벌을 하는 경우, 체벌 수위 정도

(*최근 우리 정부는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

진함) 

  ∙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모상(像), 일반적으로 북한 부

모의 바람직한 부모상(像)

  ∙ 식단 준비 시 영양섭취를 고려하는지, 군것질·간식 종류, 횟수

  ∙ 자녀와 같이 놀아주는지(평일/주말: 놀이종류, 놀이시간 등) 

  ∙ 이상적인 자녀 수

영유아 자녀의 일과 
(북한에서의 일과를 

기억하여 답함)

□ 수면시간

  ∙ 보통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가?

□ 식사시간

  ∙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주로 몇 시에 하는가?

  ∙ 자녀 중심으로 식사를 준비하는가? 

□ TV 시청 시간

  ∙ 하루에 몇 시간 정도 TV를 보는가? 

  ∙ 주로 시청한 프로그램은?

□ 컴퓨터·핸드폰 이용 시간

  ∙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인터넷 게임을 하는가?

  ∙ 과하다 싶게 게임을 하는가? 그럴 경우, 어떻게 제지하는가?

□ 또래와 노는 시간

  ∙ TV, 인터넷 게임 외 또래와 동네에서 자주 뛰노는가?

  ∙ 북한의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가?

□ 사교육 정도

  ∙ 북한에서도 자녀에게 예체능 교육(예: 피아노, 태권도, 외국어 

등)을 위해 사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떠한가? 사교육비 

정도는?

� 귀하가 느끼는 남북한 건강, 영양 상태를 비교하면 차이 정도는?

� 귀하가 느끼는 남북한 영유아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영유아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하거나 실천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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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북한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기를 북한에서 

보낸 북한이탈 청년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대

상자에 대해 1회의 대면면접, 1회의 전화면접 등 총 2회 실시하였다. 면

접과 분석은 모두 연구진이 수행하였다. 대면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전화 인터뷰는 15분 내외였다. 면담은 모두 2019년 

10월에 이루어졌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년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1-6>과 

같다. 

ID 연령 성별 출신 지역
북한 최종 

학력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에서의 
주관적 사회 

계층

2019_CM1 20대 남 문성 인민학교 
2003년/

2003년
보통

2019_CF1 20대 여 샛별군 인민학교 
2009년/

2009년
보통 이상

2019_CM2 20대 남 청진시 중학교 
2009년/

2010년
높았음

2019_CF2 20대 여 회령시 중학교 
2009년/

2009년
보통 이상

2019_CF3 20대 여 김책시 중학교 
2009년/

2009년
약간 높았음

<표 1-6> 북한에서 아동기를 보낸 청년 심층인터뷰 참여자 주요 정보

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면담은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한 내용은 이 장에

서 다루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의 주요한 권리 구분인 생존(기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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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절한 생활 수준), 보호(안전 및 노동), 발달(교육), 참여(의사 표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식에 대한 추가적

인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의 <표 1-7>

과 같다. 

〈표 1-7〉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북한의 아동·청소년들의 
행복

�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아동·청소년에 비해 행복

도가 낮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한국 아동·청소년들과 

비교하여 북한 아동·청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할지?

북한 아동·청소년들의 
진로

�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엄청난 입

시 경쟁을 하고, 졸업 이후 다시 엄청난 취업 경쟁을 하는 편

� 북한 아동·청소년들은 미래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진로 선택을 위

해 어떠한 경쟁을 하는지? 

북한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생활

� 부모와의 관계(훈육, 정기적 식사)

� 부모의 체벌 

� 부모의 교육 강요

북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 교사와의 관계

� 배우는 것들

� 학교 분위기 및 풍토

� 교사의 체벌

� 학교 폭력 등

북한 아동·청소년들의 
동네에서의 생활 

�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 동안 동네에서 어떻게 노는지

� 동네는 안전한지, 성별 차이는 어떠한지

� 동네에서의 친구 관계는 어떠한지

북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 생존: 빈곤 아동의 현황

� 보호: 가정폭력 및 학대, 일상에서의 폭력 등

� 발달: 교육 및 진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계층에 따른 교육

제도에서의 불평등이 있는지

� 참여: 가정과 학교에서 본인과 관계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는지, 민주적 의사소통을 막는 문화가 있는지 (유

교문화, 군대문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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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관련 심층면접

면접은 2000년대 이후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들 중 장

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구성원,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국내외 대

북 장애인 비정부기구(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장애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장애인 전문가를 눈덩

이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전국 네트

워크 단체의 협조를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추천을 받아 선정

하였으며, 북한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대표적인 대북 NGO를 통해 장애

인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북한이탈주

민 7명, 북한 장애인 전문가 3명 총 10명을 선정,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8〉

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7명 모두 여성으로서 한국 정착 시기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장애 관련 

경험으로는 직계가족(친정아버지, 남편, 동생)과 친인척(삼촌, 형부, 시아

주버님, 시아버님), 친구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5명, 지적장

애 1명, 시각장애 1명, 정신·지체장애 1명으로 나타났다.

〈표 1-8〉 장애인 관련 북한이탈주민 심층인터뷰 참여자 주요 정보

구분 성별 연령 직업 한국 정착 시기 장애 관련 확인

2019-

DF1
여 40대 대학생 2007년

삼촌 영예군인, 

정신·지체장애 

2019-

DF2
여 40대 주부 2002년

고등학교 친구 부모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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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수집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장

애인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2019년 7월 29일(월)에 실

시하였다. 면담을 위한 장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이뤄졌

으며, 초점집단인터뷰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자문회의는 오후 4시부

터 6시까지 각각 2시간가량 진행하였다.

〈표 1-9〉 장애인 복지 전문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분 성별 연령 직업 한국 정착 시기 장애 관련 확인

2019-

DF3
여 40대 자영업 2009년 첫째 형부 지체장애

2019-

DF4
여 40대 사회복지사 2014년 동생 지체장애

2019-

DF5
여 30대 사회복지사 2009년

친정아버지 

지적장애

2019-

DF6
여 50대 예술가 2013년

시아주버님(시형) 

지체장애

2019-

DF7
여 30대 주부 2014년

남편 시각장애, 

시아버님 지체장애

구분 성별 연령 전공 소속 직위 경력

2019-PD

M1
남 50대 장애인 복지 국제장애인NGO 대표 24년

2019-PD

M2
남 50대 장애인 복지 국내장애인단체 실장 2년

2019-PD

M3
남 50대 신학 대북장애인NGO 이사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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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인터뷰는 5가지 영역(북한에

서의 경험, 북한의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의 경험, 기대와 

제안, 기본 정보)의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1-10〉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담 질문지를 제시한 것

이다.

〈표 1-10〉 북한이탈주민 대상 장애 관련 초점집단인터뷰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북한에서의
경험

� 북한에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나요?

� 주변에서 장애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나요?

�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특수교육, 의료 지원, 보장구 지원, 

소득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북한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로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북한에서의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 북한에서 장애인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가요?

� 북한에서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가요?

한국에서의 경험

� 북한을 떠나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국에서 장애인,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대와 제안

� 앞으로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앞으로 장애인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기타 제언

기본 정보

� 성별

� 연령

�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시기

� 국내 정착 시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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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문회의에서는 6가지 영역

(활동 동기, 북한의 장애인 실태, 북한의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

인을 위한 지원 정책, 기대와 제안, 기본 정보)의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표 1-11〉은 북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면담 질문지를 제시한 것이다.

〈표 1-11〉 북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활동 동기 � 해당 조직이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북한의
장애인 실태

� 북한의 장애 인구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 북한에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나요?

� 장애 발생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북한의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 북한에서 장애인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특수교육, 의료 지원, 보장구 지원, 

소득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제

공되고 있나요?

�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북한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로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남북 교류협력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와 제안

� 북한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북한 장애인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기타 제언

기본 정보

� 성별

� 연령

� 교육적 배경(학력, 전공)

� 전문가 정보(소속, 직위, 담당 업무)

� 활동 경력(소속 기관 재직 기간, 관련 분야 총 종사 기간)

자료: 저자 작성.



제1장 서론 53

5) 노인 관련 심층면접

북한 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체류 시에 노인이 되었

거나 노년기를 앞두었던 북한이탈주민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하였다. 

면담은 2019년 7~8월에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노

인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1-12>와 같다. 

<표 1-12> 북한 노인 관련 심층인터뷰 참여자 주요 정보

구분 연령 성별 본적지
북한

최종 학력
탈북 연도/
입국 연도

탈북 당시 
연령

북한에서의 
직업

2019-OF1 70대 여
양강도 

혜산시
중학교

2012년/

2012년
만 71세 장사

2019-OM1 60대 남
함경북도

회령시
-

2008년/

2008년
만 50세

항공 

관련

2019-OF2 80대 여
함경북도

청진시
소학교

2005년/

2005년
만 70세

재판소

관련

2019-OF3 80대 여
함경북도 

경원군

고등

학교

2004년/

2004년
만 65세 음식점

2019-OF4 60대 여
함경북도 

회령시

전문

학교

2014년/

2014년
만 62세 기업소

2019-OF5 70대 여
함경남도 

신흥군
-

2007년/

2007년
만 66세 식당

2019-OF6 80대 여
함경북도 

온성군
-

2011년/

2011년
만 71세

철도

영업소

2019-OF7 80대 여
함경북도 

무산군
-

1998년/

2008년
만 62세

보육원/

식당 등

2019-OF8 70대 여
함경북도 

청진시
-

2010년/

2011년
만 61세

협동농장 

관련

자료: 면담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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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내용은 북한의 노인 복지 제도 현황에 대한 인식, 이용 실태, 

노인 부양의 공사 분담 등이었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다음의 <표 1-13>

과 같다. 

〈표 1-13〉 북한이탈주민 노인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북한의 노인복지제도 
현황

� 북한에서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 알고 

있는 제도 

� (년로연금, 공로자 연금, 인체보험, 양로시설 등)

� 북한에서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특성(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역 등) 

� 북한에서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생애기 경제활동 형태 및 북한에서의 복지 수혜 여부 

북한의 노인복지제도 
이용 실태

� 북한에서 이용해 보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노인복지제도 

유무 

� 북한에서 이용해 보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노인복지 

시설(양로시설 등) 유무 

� 북한에서 이용해 보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노인복지제도의 특성(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역 등)

� 북한에서 이용한 혹은 목격한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 

� 북한에서 이용한 혹은 목격한 노인복지제도의 강점, 아쉬운 점 

� 북한에서 이용한 혹은 목격한 노인복지제도와 남한 제도 간의 

차이 

북한 노인 부양의 
공사분담

�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다른 

제도들의 유무 

� 노인 부양의 주요 행위자 

자료: 저자 작성.

6) 공무원 심층면접

북한에서 공무원을 지낸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해서 김정은 정권 시기의 

변화 내지는 강조된 북한 정책, 아동정책, 보육·교양정책 등을 알아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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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공무원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1-14>

와 같다. 

〈표 1-14〉 북한 공무원 면담 대상자 인적 상황

사례
번호

출신 지역
북한

최종 학력
북한
직업

해당 직업
경력

비고

2019-

NG1
남포 경제대학교 공무원 17년

남한에서 

박사학위 취득

2019-

NG2
양강도 

예술대학교, 

사범대

무용수

교양원
23년

유치원 23년 

근무





북한 여성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제1절  북한 여성 복지 및 생활 실태

제2절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제3절  소결

2제 장





제1절 북한 여성 복지 및 생활 실태

그동안 북한의 복지 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여성 복지 제도에 대한 특

화된 접근은 미비한 실정이다.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북한의 여성 복지 

제도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이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복지 제도를 다루는 측면이 있었다(장혜경, 김소영, 최

진희, 김병로, 박성미, 2015). 그리고 북한의 여성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의 차원에서 북한 여성 관련 복지 제도를 다루거나(장지연, 김화순, 

2015) 통일을 대비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 관련 정책 과제에 관심을 기울

이는 정도였다(황나미, 최정수, 김소운, 2015). 이들 연구에서는 일반적

으로 복지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족, 여성 건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 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근거한 각종 법과 사회제

도를 개선하고 여성 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여성의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조직적 활동”(김인숙 외, 

2005, p. 31)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복지는 건강과 재생산권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이슈

로 여성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적 뒷받침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여성 

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다루는 북한 여성의 복지는 건강과 재

북한 여성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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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권, 노동권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여성 복지 관련 정책과 법제

가. 여성 복지 정책

북한 사회에는 여성 복지 정책, 여성 정책으로 명명되는 별도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여성의 복지와 유관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조

치들에 대해 남한 사회가 여성 정책으로 명명하는 것일 뿐, 북한에는 여

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없고 담당 인력도 없다. 여성 사업을 하

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 있지만, 이 조직은 정책을 기획, 생산, 집행

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당과 기관의 정책을 이행하고 전

파하는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여성 정책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성 관련 정책이라

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노동 분야와 출산·양육에 포함되어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일에 대한 보

상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받도록 되어 있다. 공장이나 기업

소에 소속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여맹이나 돌격대, 인민반 등

을 통해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 역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

한 여성 노동 정책의 기본 기조는 여성은 모두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신한 여성과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 배치에 있어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덜 위험하고 

덜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여성 노동력에 대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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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

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로 임신·출산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건강에 

관심을 둔다. 북한의 『가정건강상식』(인민보건사, 2012)의 목차를 살펴

보면 주로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관련한 몸의 변화, 산부인과 질병(달거

리곤난증, 습관성 유산, 젖앓이, 자궁부정출혈, 트리코모나스성질병, 갱

년기 장애) 등을 다루고 있고, 그 외는 일반적인 질병(열이 날 때, 배아플 

때, 감기 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인민보건사, 2012, pp. 3-4). 

『젖먹이어머니상식』(의학과학출판사, 2014)에서는 주로 모유의 장점과 

특성, 모유 수유와 관련한 일반적 내용과 더불어 산모의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의학과학출판사, 2014, pp. 2-10). 그 외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전문서적 등에서 여성 관련 질병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 경우는 찾

기가 쉽지 않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 『조선녀성』에서도 건강 관

련 상식은 여성 관련 질병을 특화하여 다룬다기보다 일반적인 감기 등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는 산전·산후휴가에 관한 것이다. 2015년 산

전·산후휴가는 총 150일에서 240일로 늘어나 모성보호 조치가 확대되었

다고 볼 수 있다(국가정보원, 2017a, 녀성권리보장법 개정안 참조).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양

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양육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국가 양육기관인 탁아소나 유치원 등 교육 조건의 개선을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담론들이 형성되는 것을 통해 이를 추측할 수 있다.

그날 저녁 탁아소를 꾸릴 건물을 돌아보신 정형을 위대한 수령님께 상세히 

보고드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시고 될수록 국

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녀성들 자체의 힘과 로력으로 시범탁아소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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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꾸리고 그것을 일반하하여 전국 도처에 탁아소, 유치원들을 많이 설치

하게 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편리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시였

다. (중략)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과 로고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녀성들의 사회정치화롱조건을 보장해주며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던 탁아소설

치운영문제는 민주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빛나게 해결되고 우리나라에서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교양의 자랑찬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모든 녀

성들과 녀맹원들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위해 바쳐오신 항일의 녀성영

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사업에서 녀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백영순, 2018, pp. 19-20).

여성 복지의 일반적 개념에서 다루는 교육, 문화, 건강, 폭력에 대한 내

용은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로 실행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녀성권리

보장법」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국가정보원, 

2017a). 이 법에서 교육과 문화, 보건의 권리(제3장)는 ‘입학, 진학, 졸업 

배치에서 남녀평등 보장’, ‘여학생의 신체와 건강의 보호 증진’, ‘직업기

술교육 조건의 보장’, ‘문화생활 및 치료받을 권리’, ‘농촌 여성의 교육, 

문화, 보건 권리의 보장’을 다루고 있다. 노동권리(제4장)는 노동조건, 노

동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전·산후휴가, 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 판정

에서 남녀평등이 다루어진다. 인신 및 재산적 권리(제5장)에는 성매매로

부터 보호, 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과 가정의 권리

(제6장)에서는 가정폭력, 결혼 및 이혼, 출산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러

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제7장). 각 내용들은 한국 사회

의 여성 복지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누

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내용이 세부화되고 명

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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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 복지 법제

광복 이후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한 사회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러 법들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토지개

혁을 통해 여성에게도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고, 「북

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신 

여성의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보장 등 여성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윤미량, 1991, p. 72). 「남녀평등권법령」

에서는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 결

혼과 이혼의 자유, 토지분배의 권리 등을 보장했다(윤미량, 1991, p. 

74). 이 시기에 제정된 법과 법령에서 나타나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

회에서 남녀평등이 완수되었다는 법적·제도적 근거로 표상되기도 한다. 

최근 북한 여성의 복지와 관련한 법으로는 「녀성권리보장법」(2010년 

채택, 이후 수정 보충)이 가장 대표적이고, 「사회주의헌법」, 「로동보호

법」, 「사회주의로동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가족법」 등이 

관련이 있다. 「녀성권리보장법」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1309호로 채택된 이후, 2011년, 2015년 수정되었다(국

가정보원, 2012a; 법률출판사, 2016). 이 법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국

제사회의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

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2001년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CEDAW)의 여성권리보장과 차별금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

을 반영하고 있다(황의정, 최대석, 2015, p. 9). 「녀성권리보장법」은 총 

7장 55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내용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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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녀성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 사명, 원칙, 사회적 관심, 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근로단체, 법기관의 여성 권리 보장 의무, 

국제교류와 협조, 법의 규제 범위와 적용

2장 사회정치적 권리

- 기본 요구

- 선거권과 피선거권

- 국적 취득, 변경, 보존의 권리

-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

- 여성 간부의 등용

- 사법 분야의 보호

- 신소청원의 권리

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 기본 요구

- 입학, 진학, 졸업 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

- 여학생의 신체와 건강의 보호 증진

- 의무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의무

- 직업기술교육 조건의 보장

- 문화생활의 권리

- 치료받을 권리

- 농촌 여성들의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보장

4장 로동의 권리

- 기본 요구

- 노동조건의 보장(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등)

- 노력 배치에서의 차별 금지

- 여성 근로자의 로동보호

-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 분야와 직종

- 노동보수에서 남녀평등

- 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판정에서의 남녀 평등

-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 부당한 제적 금지

- 사회보험 제의 적용

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 기본 요구

- 인신의 불가침권

-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

- 유괴, 매매행위 금지

- 매음행위 금지

- 여성의 인격, 명예존중

-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

-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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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정보원(2017b), pp. 705-712.

「녀성권리보장법」은 남녀평등법령 이래 여성 관련 독자접인 법을 마련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전 영역에 걸쳐 여성 복지와 관련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이 수립될 수 있는 근간에는 「사회주의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

정이 있다.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

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국가정보원, 2017a, p 39).

「사회주의헌법」은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보호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노동 관련 법, 여성 관련 법 등에서 여성과 관련한 내용

을 다룬다.

구분 주요 내용

6장 결혼, 가정의 권리

- 기본 요구

- 결혼자유권

- 가정폭행의 금지

- 이혼 제기 중지 사유

- 이혼 시 재산분할

-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 출산의 자유

- 임산부에 대한 보호

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여성 권리 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

- 여성단체의 임무

- 여성 권리 보장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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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로동보호법」, 「사회주의로동법」에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적재적

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는 노동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국가정보원, 2017a, p. 

627).  「로동보호법」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다루

고 있다. 특히 두 법은 모두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국가정보원, 2017a, p. 595). 「사

회주의로동법」은 산전·산후휴가를 명시하였는데, 2015년 산전·산후휴

가는 산전 60일 산후 90일 휴가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 휴가로 총 

90일 늘어났다(국가정보원, 2017a, p. 628).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로

동보호법」의 경우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한 시설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특별히 여성과 관련한 조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매우 유관하다(국가정

보원, 2017a). 그리고 년로년금 항목을 살펴보면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일을 하도록 하여 정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국가정보원, 

2017a). 

〈표 2-2〉 「로동보호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여성 관련 내용

구분 로동보호법 사회주의로동법

노동력
배치

-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

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로력

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노동조건

제24조(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보

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녀성근

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헐한 일을 시키며 젖먹이어린이

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젖먹이는 시

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

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

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

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 이상의 어

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

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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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정보원(2017a, pp. 590-600, pp.620-629.

출산 여성과 연로한 여성에 대한 규정은 「년로자보호법」, 「인민보건

법」에도 나타난다. 「년로자보호법」에서 노동연한을 마친 남성 60세, 여

성 55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밝혔고, 「인민보건법」 제2장 제

11조에서 “국가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구분 로동보호법 사회주의로동법

제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

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

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

할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노동보호

제38조(녀성근로자들의 로동)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힘든로동, 건강에 해롭

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

다. 젖먹이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

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 시간외 로동, 

휴식일로동을 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그를 기관, 기업소, 단체

에서 내보낼 수 없다. 녀성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내

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

관이 한다. 

제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

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

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

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

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

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

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

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

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

는다. 

년로년금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건강권
보장

제22조(건강검진, 치료) 보건기관은 기

관, 기업소, 단체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

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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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녀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

다.”(국가정보원, 2017b, p. 653)라고 하였고, 제14조 “환자 및 산전·산

후휴가를 받은 녀성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몫을 준

다. 이 경우 식량, 보조금,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정보원, 2017b, p. 654), 제15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

소, 어촌, 림산마을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

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

치하여…”(국가정보원, 2017b, p. 654) 등을 통해 출산 여성에 대한 국

가적 책임을 명시하였다. 그 외에도 의료, 교육 등에서 북한 주민의 권리

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무상교육제, 무상치료제 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해

당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여성 관련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장

애자보호법」 제5장 제32조에서 ‘장애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배

치할 것을 명시하는 정도이다(국가정보원, 2017b, p. 702).

북한의 법에서 여성 복지 관련 내용은 「녀성권리보장법」에서 종합적으

로 다루면서 노동 관련 법에 특별히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복지가 노동을 비롯하여 정치적 참여, 젠더 폭력, 출

산 및 양육 등과 관련한 여성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북

한 사회에서는 보호해야 할 여성, 특히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조치를 중

심으로 여성 복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남북한 

사회의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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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여성 생활 실태

북한  여성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노동과 건강, 재생

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의 경우 노동 환경과 조건, 노동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건강과 재생산권은 질병 등에서 나타나

는 성별 차이, 재생산권 실태의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조선녀성』을 살펴보고 북한이탈 여성 10명을 면담하였다. 

가. 노동 환경과 조건, 보호

1) 유명무실한 모성보호 정책

북한 당국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임신

하거나 출산한 여성에 대한 보호이다.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고, 출산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양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실제 산전·산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식 경제영역에서의 여성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전·산후휴가제도는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산전·산후휴가의 보장과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는 한다. 산전·산후휴가 기간 보장뿐만 

아니라 산전·산후휴가 기간 동안 여성에게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등에 대

한 법적 규정과 제도적 조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

하다. 하지만 실제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인 임

금이 지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원래의 취지와 효과를 거

두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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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휴가요? 휴가 막 이런 거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로동지도원이. 

그런데 저희가 로동지도원이 거의 허수아비 같았고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 애기 낳고 출근하겠단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막 자기

가 진짜 그 제가 1명 딱 봤는데 은행에서 돈 세어주고 세어 받고 하는 여자

거든요. 그게 출납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은행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

로 빌려주고. 그러니까 쓰진 못하는데 마음대로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생

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빨리 그만두면은 안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더라

고요. 그게 직업마다 또 틀려요. 자기 막 진짜 그런 진짜 좋은 직업이면

은…(2019-F10).

탁아소 등과 같은 양육기관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왔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그 책임이 개별 여성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탁아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탁아소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양육의 질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

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장사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람을 쓰죠. 

여기처럼 유모를 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뭐 중국

돈으로 200원이면 200원, 300원이면 300원 이렇게 주겠다 이러면 그분

들이 이제처럼 집에서 봐주고. 또 젖먹이는 시간에는 와 가지고 젖을 먹여

주고 또 데려가고 이렇게도 하고. (중략) 들쳐 업고. 그러지 않으면 다 그래

도 이렇게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직. 자기들은 좀 나이도 어리고… 부모들 

있으면 부모들이 거의 봐주고(2019-F3).

국가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양육의 책

임은 개별 가족에게 돌려지고, 자녀의 어머니인 여성이나 할머니와 같은 

다른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다. 양육에 대한 개별적 책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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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가는 양육기관에 대한 책임마저도 여성들에게 지우는 담론들을 

생산한다. 그 대상에는 탁아소뿐만 아니라 고아들을 돌보는 애육원, 학원 

등까지 포함된다.

녀맹조직들에서 녀맹원들, 어머니들이 자녀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며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을 비롯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보육교양

제도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려나가야 한다(근로단

체출판사, 2016, p. 31)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원아들을 위

한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각오안고 리정순동무는 또다시 녀맹원들을 

불러일으켜 그저 콩으로가 아니라 콩가루를 만들어 보내주기로 하였다. 

거기에 필요한 사탕가루까지 자체로 해결한 리정순동무와 녀맹원들은 친

부모의 정을 안고 아글타글 애를 써 짧은 기간에 맛있고 영양가높은 콩가

루를 제 손으로 만들어내였다. 이렇게 마련된 600개의 콩가루봉지들은 어

머니들의 사랑을 안고 군탁아소와 도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 안았다(전상빈, 2016, p. 42). 

『조선녀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탁아소, 유치원, 육아

원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식자재 

등을 여성이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명시적으로는 자녀양육과 고아들을 

돌보는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이라 하였지만, 결국 여성의 경제

적, 노력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정책적 기조

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필요 측면에서나 현실적 상황에서나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현실성을 갖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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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여성의 부담을 더욱 배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2) 열악한 시장 환경

북한 당국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 배치에 성별

을 고려하고, 여성들이 일을 하는 동안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다(국가정보원, 2017a, pp. 508-509).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실제 이러한 조치의 

혜택 여부도 중요하지만, 최근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은 여성들이 다수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공식 직장이 아닌 시장에서 경

제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여성의 다수가 시장에 종사하

고 있고, 공식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장사를 하고 있다. 통일연구

원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전국 공식 시장 종사자 

수는 약 109만 9052명이다(홍민, 차문석,정은이, 김혁, 2016, p. 32).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북한 여성의 주요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설명해 왔다.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의 실태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고, 주로 시장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실

태가 보고되어 왔다. 여기서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중심으

로 경제활동 환경과 조건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장사는 주로 공식 시장과 시장 건물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지역

과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 시장의 매대에서 장사

를 하는 경우는 고정된 공간에서 자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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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장의 매대에 자리잡지 못한 여성들은 시장 건물 주변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걸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여

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의 다수가 결혼

을 한 상태로 자녀가 있는 경우였는데, 탁아소 등에 자녀를 맡길 수 없거

나 주변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아이를 시장에 데리고 나와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경우 자녀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기 

어렵고 수유 등을 할 때도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는 건 창피해 안 하

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중략) 그게 많아요. 그냥 뭐 어디 들어가서 

애기 먹인다던가 하는 거보다 그냥 젖 먹여 가지고 애기를 옆에다 누워 재

우던가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2019-F5).

아이를 제대로 먹이고 눕힐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장사를 하면

서 수유를 하거나 장사물품 옆에 재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열려 있는 

공간에서 수유를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나 위생적인 측면이나 

안전의 차원에서 자녀와 여성에게 시장활동 환경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넓은 시장 공간에서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화장실은 그 

수가 부족하고, 위생적이지도 않다고 한다.

(시장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있어요. 공동화장실. 진짜 더러워서 못 봐

요. (몇 칸 정도가 있어요?) 한 6개 정도. 이렇게 있다면 이쪽으로 여자화

장실. 옆에 돌아가면 남자화장실.(6개? 몇 개 정도?) 6개씩. 여자는 그래도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남자는 칸막이가 3개는 없고 3개만 있고. 대변 볼 

때는 문 닫긴데 들어가야 되니까 3개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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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소화가 되나요?) 줄서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소화

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갔다가, 우리 같은 건 시장 안에 있으니까 갔

다가 사람 많으면 다시 와요. 사람 없을 때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때가 있고 없을 때 있고(2019-F9).

시장 안 공간이 환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많은 사람이 장

사를 하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상황에서 시장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장

을 이용하는 인구를 충분히 소화하기에 부족한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시

장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과중한 여성 노동의 부담

북한 당국은 여성이 행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해 「로동보호법」의 제5장 

제38조에서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힘든로동, 건강

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국가정보

원, 2017a, p. 525).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공식적인 노동력 배치에 국한

되는 경향이 있을뿐, 경제활동 혹은 노동과 관련한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단적으로 건설현장의 여성동원 등과 같이 공식 경

제활동 영역 외에 여성들의 노동력 동원은 지속되고 있고, 제한된 자원 

상황에서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조건은 여성 노동력의 동

원을 가속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공사장에 달려나간… (중략) … 녀맹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과 100여일동안 수천여㎡의 흙토량처리와 많

은 량의 지대정리과제를 맡아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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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위원회에서는 여러 대상건설과 함께 군안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녀

맹돌격대활동도 힘있게 내밀었다. 풍서소학교개건보수와 농사일돕기, 도

로정리 등 여러공사장들에서 녀맹돌격대기발이 휘날리고 거리와 마을, 일

터의 면모는 날로 새롭게 전변되여갔다(김광원, 2016, p. 49).

산림복구전투에서 기본인 양묘장을 꾸리는 사업에로 녀맹원들을 불러일

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중략) 수십리 떨어진 산중턱에 

녀성들자체의 힘으로 양묘장을 꾸리는 사업은 시작부터 조련치 않았다. 

(중략) 수십일간의 전투를 벌려 녀맹원들은 산중턱을 깎아내고 돌을 쌓아 

다락밭을 조성하였다(전호남, 2016, p. 31).

북한 당국은 거리 꾸미기를 비롯하여 건물 개건 보수, 농사일, 산림 복

구 등 국가적 사업에 여성을 동원한다. 돌격대, 인민반 등을 통해 노동력

이 필요한 분야에 여성을 동원하여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사업에 동원되는 여성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도 보장받지 못한다. 게다가 북한 당

국이 법에서 명시한 ‘위험한 일’, 여성에게 맞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는 내용은 현실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당초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적합한 일을 구별하는 것이 성별분업을 양산하고, 여성에 대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 필요에 따

라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입장이 당초의 ‘보호’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여성의 건강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서 건강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북한 여성의 건

강 실태를 주요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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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수명과 나이듦에 따른 신체활동 제약

북한 주민의 성별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여성은 75.6세, 

남성은 68.2세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약 7.4세 긴 것으로 나타

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긴 현상은 남한 사회와 유

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2-3〉 성별 평균수명 
(단위: 세%)

조사 연도 여성 남성 계

1993년 76.8 68.4 73.2

2008년 72.7 65.6 69.3

2014년 75.6 68.2 72.1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여성이 남성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북한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을 겪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한 가지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여성 8.1%, 남성 

8.3%로 차이가 별로 없고, 적어도 세 가지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여성 4.2%, 남성 3.5%로 약 0.7%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갖는 의

미를 명확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성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동작 제약에서 나타나는 응답률을 고

려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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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일상생활동작(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한계에 따른 고령인구의 비율 

(단위: %)

성별
적어도 한 가지 활동에 

도움 필요
적어도 세 가지 활동에 

도움 필요
60세 이상 인구 계

여 8.1 4.2 4,414  

남 8.3 3.5 2,737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세부적으로 시력, 청력, 걷기/계단 오르기, 기억력/집중력, 자체 건강

관리, 의사 표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청력, 자체 건강관리와 의사 표현을 

제외한 부분에서 여성이 제약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걷기/계

단 오르기에서 여성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3.7%포인트높

게 나타나 다른 활동에 비해 어려움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특성은 과도한 노동과 경제활동의 책임으로 인해 여성들의 관절 등에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5〉 전체 또는 부분적 운동장애를 가진 고령인구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계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시력 10.1 11.7 10.7 7.1 7.2 7.1 9.0 9.9 9.4

청력 9.7 11.0 10.2 8.8 10.4 9.4 9.4 10.8 9.9

걷기/계단 오르기 21.5 23.2 22.1 18.4 18.5 18.4 20.3 21.3 20.7

기억력/집중력 10.6 11.2 10.9 8.6 9.7 9.1 9.9 10.6 10.2

자체 건강관리 4.5 5.0 4.7 5.1 4.3 4.8 4.7 4.7 4.7

의사 표현 3.9 6.0 4.7 4.8 5.3 5.0 4.2 5.7 4.8

계 2,693 1,721 4,414 1,640 1,097 2,737 4,333 2,818 7,151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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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는 정도 아니에요. 그거 가마수세미 가지고 연가마 그냥 그거 닦는 

게 일이에요. 저희는. 아예 그냥 빨래는 계속 세탁기… 전기 안 오니까, 빨

래는 계속 하고 있고. 강에 그냥 나가 살고. 더러운 꼴은 못 보니까, 그 빨

래를 엄청 자주 해요. 북한사람들은. 여자들이(2019-F7). 

일단 여자가 다 벌어서 거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뭐라 해야 되지. 그

냥 보통 보면 농사도 다 여자들이 기본 가서 하거든요. 장사야 남자들이 겨

우 따라가고 이렇게…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그냥 여자들…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공부 외에는 다 일이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니까.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힘들었던 거 같아요. 

나무도 해야 되고. 나무도… 불도 나무가 없으면 못 때거든요. 벤또를 허리

에다 차고 한 서너 시간씩 걸어서.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나무 해가지고 

오면 밤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 같아요. 엄마

가(2019-F11).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가마를 닦는 일, 빨래하는 일 등의 책임은 주로 여

성에게 있는데, 가사노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기나 수도 등의 인프

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더욱 크다. 게다

가 먹고살기 위해 장사를 하고 농사짓는 일 등 대부분의 일을 여성이 감

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건강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 질병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발생 질병의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익

히 알려져 있다. 북한 사회의 경우도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국

제기구에서 조사되었고, 북한이탈 여성의 면접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

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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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 따르면 30~70세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및 만성호흡기질

환에 의한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표 2-6> 30~70세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및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가능성

(단위: %)

조사 연도 여성 남성 계

2000년 17.1 32.2 23.6

2005년 18.9 35.4 26.5

2010년 19.4 36.2 27.3

2015년 17.9 34.6 25.8

2016년 17.6 34.4 25.6

자료: 통계청(2018a), 북한통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목표3.,  보건증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BUNS0021&conn_path=

I2에서 2019. 9. 15. 인출. 

2016년 기준으로 암 발생 환자 중 여성이 48.9%로 남성 51.1%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심혈관질환도 여성 비율이 47.8%로 남성보다 낮다. 반

면 당뇨병은 여성이 54.0%, 만성호흡기질환은 여성이 52.3%로 남성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질환에 따른 사망률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표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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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질병 유형의 성별 차이는 경험적으로도 나타

난다. 북한 주민 중 뇌출혈 환자가 많은데 주로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하였고, 여성들은 최근 유방암, 자궁암 등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여성 관련 암의 발병이 최근에 늘어난 것인지, 발견을 최

근에 많이 하게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여성 관

련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의료 분야에서 여성 질병에 대한 교

류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니 거기서. 뇌출혈 환자들은 많아요. 북쪽은. 북쪽은 뇌출혈이 많아요

(2019-F2). 

여자들 유방암, 자궁암… 여자들이 암 발생률이 남자들보다 더 많거든요

(2019-F1).

근종이 많아(2019-F4).

최근에는 자궁암하고 유선종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질병에는 

(그게 최근에 늘어난 걸까요? 그전엔 그걸 잘 못 잡아낸 걸까요?) 아니 좀 

늘어나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렇게 입묵. 이렇게 문신 있잖아요. 눈썹이랑 이런 걸 한때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

략) 그리고 이렇게 일감을 가져다주잖아요. 일감을 가져다주면 그걸 모자 

같은 거랑 뜨면서 그 냄새가 있거든요. 후두암이랑 오고 이러거든요. 후두

염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궁암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

고요(2019-F6). 

통계 자료에서는 발병률의 차이만 나타나는데 북한 여성이 처한 상황

들로 인해 그러한 차이가 야기됨을 북한이탈 여성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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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많은 노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의 

상황이 여성 관련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생계의 책임

을 져야 하는 상황은 여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위장 질병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질병에 대한 예

방이나 치료와 관련한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건강을 관리 및 유

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주로 이 위쪽으로. 북한은 좀 여자들이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장사도 하

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오히려 남자들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 가

지고 보면 위병이 좀 많아요. 일단은 위병이 많고 그리고 …유방 쪽으로 …

자궁 쪽으로도 …(2019-F3).

또 사는 게 힘드니까 … 저녁이면 푹 고꾸라져 자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어

요. 다 비위생적이고 정말 뭐 매일 아침 샤워한다는 것도 없으니까. 한 달

에 한 번 목욕하고 이러는 게 방법이니까(2019-F6).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성매개 감염병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들도 있

는데(최정훈, 2014, pp. 43-44), 실제 어느 정도의 성매개 감염병이 있

는지, 어떤 종류의 성매개 감영병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북한

이탈 여성 면접에서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들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 

2011년 정도에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한 방침이 하달된 적이 있고,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2019-F4는 병원에서 근무하

였는데, 당시에 당국으로부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조사 방

침이 내려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을 많이 보지 못

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2019-F2의 경우는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더라

도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성매개 감염병인지 모

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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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약을 먹는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는 여성

에게만 국한되는 질병은 아니다. 병에 노출된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과 

성적 접촉이 있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질병과 관련해

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없는 상태인 데다 북한 당국이 이와 관련한 

외부의 문제 제기나 개입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

려운 문제이다.

그게 회령… 그 방침이 또 내렸었어요. 방침이 내려 가지고 “성병이 유행

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해서 국경 쪽으로 기본 위주로 했

어요. 국경 쪽으로 해외 쪽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온다. 이런 개념에 의해

서. 그래 해보게 되면… 크게 저는 못 봤어요. (중략) 성병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딱 한 케이스를 매독을 한 번 봤긴 봤었는데, 그냥 딱 1명만 봤었

거든요(2019-F4).

성병 온 거 잘 몰라요. 그저 혼자서 그러니까 간지럼이 오거나. 어떤 아이

들 그때 그 처녀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에가 긁는데요. 간지러워서. 간지

러워서 긁으니까, 그 약이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새하얀 약

인데, 이렇게 넙적한 약인데. 그걸 넣기도 하고 제일 최단 시일에 방법은 

성병이 오는 거는 소금물로 씻어요. 소금물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

이… 그 다음에 내가 나올 땐 약이 파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처녀애들이 

그 성병이 오는 걸…(2019-F2).

3) 건강관리의 미비와 건강 및 의료 지식의 부정확성 문제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 조사’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건강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3%로 가장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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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었고, ‘나쁨’이 22.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표 2-8> 참조).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좋다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그에 비해 남성은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비율이 높았

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는 응답이 61.4%였고, 더 나빠졌다는 

응답도 33.5%로 응답자의 3명 중 1명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도 유사하다. 

<표 2-8〉 건강 상태에 대한 60세 이상 인구의 자체 평가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총계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자체 
평가

매우 좋음 7.1 5.7 6.6 7.1 7.1 8.3 7.9 6.2 7.2

좋음 17.9 17.4 17.7 20.9 22.0 21.4 19.1 19.2 19.1

보통 39.6 38.8 39.3 38.8 37.4 38.2 39.3 38.3 38.9

나쁨 22.1 23.9 22.8 17.1 18.2 17.5 20.2 21.7 20.8

매우 나쁨 13.2 14.2 13.6 14.2 15.2 14.6 13.6 14.6 14.0

1년 
전과 
비교

더 좋아짐 4 3.4 3.8 4.7 4.5 4.6 4.3 3.8 4.1

동일함 62.4 60.0 61.4 64.2 63.9 64.1 63.1 61.5 62.5

더 나빠짐 32.1 35.6 33.5 30.2 30.4 30.3 31.4 33.6 32.3

모름 1.5 1.0 1.3 0.9 1.2 1.0 1.3 1.1 1.2

같은 
연령대
노인과
비교한
현재

더 좋아짐 15.4 13.6 14.7 18.6 15.8 17.5 16.6 14.4 15.8

동일함 61.3 61.6 61.4 59.2 61.6 60.2 60.5 61.6 60.9

더 나빠짐 20.2 22.1 21 19.6 21.7 20.5 20 21.9 20.8

모름 3.1 2.7 2.9 2.5 0.9 1.9 2.9 2.0 2.5

계 2,693 1,721 4,414 1,640 1,097 2,737 4,333 2,818 7,151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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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상의료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여성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

은 병원에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연구 

참여자 2019-F2는 경제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원하는 의사를 집으로 

불러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수의 북한 주민

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는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돈이 없

는 경우도 있고,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방법이 있기 때문

이다. 병원이 아니어도 실력이 있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질병 개선이나 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병원을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

인적으로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에게 치료를 부탁할 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다는 점 역시 의료복지에서 양극

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체 하다나니까 그 동네진료소에서 그냥 침이나 계속 맞으러 다니는 그 정

도. 큰 병원에는 안 갔었어요. 큰 병원에 한 번 갔던 게 학교 졸업하고 맹장

수술 하러 한 번 그때 입원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병원이란 건 못 가봤어

요(2019-F5).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시장에 병 치료를 의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들도 한다. 조사에 참여한 북

한이탈 여성 중 몇 명은 자신이 직접 침을 놓는 법, 주사 놓는 법 등을 배

워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침이나 주사를 놓은 적

이 있다고 했다.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주변에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고 그래서 직접 치료를 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의학지식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적 처치를 하기 때

문에 환자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아닌 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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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인을 찾는다는 것은 당국의 공식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 의료서

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

실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보

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비전문적이고 비

공식적인 통로로 여성들이 의료와 관련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는데, 그

런 기술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

성할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저 혼자 떠나야 되잖아요. 산속에서 이렇게 해도 모르니까 제 스스로 

배웠어요. 침을. 어느 그 도병원에 계시는 유명한 그분에게. 네, 일부러 배

웠어요. 제가. 침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침을 놓거든요(2019-F1).

나는 담보를 받고 시작했어요. 뇌출혈환자 반신불구인 거. 그 의사한테서 

그 친척인데서. 내 식당 하는데 옆에 친척이니까 (중략) 너무 환자… 똥오

줌 받아내는데 그러니까 내 저 여자를 침 놓으라는 거야. 한 3일을 공부. 

밤에 안 자고 앉아서 배터리 불 켜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남이 하는 거 

한 번 좀 하는 거 보고 그 다음 공부를 하고 가서… (중략) 맞으면. 내가 의

사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 여자한테서 맞아서 나았다. 하잖아요. 나았다 하

면 이 본인이 알잖아요. 침 놓는 거 보고 낫는 거 보면 의사 자격이 있는 사

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한테로 와요. 나는 저 북한에 있을 때도 중국여

자를 침… 해줬잖아(2019-F2).

처음에는 가서 맞다가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맞거든요. 집에서 저희 엄마

도 놓고 나도 배워가지고 뭐 주사 놓을 일 있으면 서로 그냥 했거든요. 그

러니까 그 이후부터 더 진료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침 같은 건 또 동네 

저희 옆집에 딱 의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계속 가다나니까 또 진료

소를 안 가게 되고 이렇게…(2019-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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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재생산권

1) 몸과 성에 대한 지식 수준

북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는 통로는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성교육이 부재하다. 언

니나 어머니, 친척 여성, 또래들로부터 얻는 지식이 전부인 정도이다. 결

혼을 하면서 성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얻을 기회는 거의 없다.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저희 조

카가 그때 애가 16살, 17살 요때 애인데 그러더라고. “이모, 지금 애들은 

진짜 15살, 16살 이때는 여자하고 다 자봤대” 이렇게 얘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깜짝 놀라 충격받아 가지고 “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래요. 뭐 그러면서 “이모, 이모네도 이제는 늙었어” 그러면서. “야,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니”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 가진 집들에서는 마음을 놓

는데 여자 가진 집들에서 마음을 못 놓아 가지고 엄청 막 힘들어 하시더라

고요. 북한도 성교육 같은 게 좀 잘돼 있으면 좋겠는데 (2019-F3-19).

원래 고등학교 15살. 중학교 4~5학년 때 되면 여성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여학생실습 거기에서 사춘기 넘어가면서 이런 건 교육은 하긴 해요. 그런

데 그게 거기서 살짝만 언급돼 가니까. 네, 이렇게…(2019-F4-20).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임과 관련하여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

다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9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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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의 대상이 기혼 여

성이라는 점이다. 기혼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거나 자신의 문제라

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응답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제대로 된 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제한

적이기 때문이다. 

  

〈표 2-9〉 피임 방법에 대해 들은 적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구성 비율

(단위: 명, %)

구분 기혼 여성 수
피임 방법에 대해 
들은 경험이 있다

현대적 피임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연령

20~24세 414 97.5 96.4

25~29세 1,530  99.4 99.0

30~34세 1,775  99.9 99.6

35~39세 1,794  100.0 99.7

40~44세 2,353  100.0 99.7

45~49세 2,169  100.0 99.9

지역
도시 5,781  100.0 100.0

농촌 4,254  99.5 98.7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8,066  99.8 99.5

직업기술학교 327  100.0 99.1

전문학교 672  99.7 99.7

대학 이상 970  100.0 100.0

계 10,035 99.8 99.5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피임 방법에 따른 정보의 유무를 살펴보면 여성영구피임이나 자궁내 

피임기구 등과 같이 여성이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80%이상이다. 하지만 남성영구피임이나 콘돔 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0%대 정도로 20%p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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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피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수치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임주사, 피임알약, 질외사정 등과 같은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 역시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몸에 유해하지 않고,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피임에 대

한 정보와 지식을 북한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0〉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구성 비율

(단위: 명, %)

피임 방법
2010년 생식보건조사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응답자 수 2,859 2,234  5,093  5,781  4,254  10,035  

현대적 방법 - - - 100.0 98.7 99.5

여성영구피임 83.3 80.2 82.1 84.9 82.2 83.8

남성영구피임 70.7 55.5 64.7 73.7 67.3 71.2

자궁내 피임기구 94.8 94.4 94.7 100.0 97.3 98.9

피임주사 17.9 14.5 16.6 33.8 30.3 32.5

피임알약 61.8 55.7 59.4 64.8 62.3 63.8

콘돔 63.2 57.5 60.9 67.5 61.7 65.2

여성용 콘돔 6.6 6.4 6.5 14.3 14.2 14.3

전통적 방법 - - - 93.6 92.9 93.3

주기조절법 86.4 82.2 84.8 88.8 87.6 88.3

질외사정 58.8 58.3 58.6 65.0 66.1 65.5

기타 방법 11.5 9.3 10.6 19.1 13.0 16.8

알고 있는 피임 방법의 수 - - - 6.1 5.8 6.0

   주: 2010년 생식보건조사 결과 포함.

자료: 통계청. (2018c). 북한통계[UN. (2010). 2010년 생식 건강 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9&tab_yn=Y&conn_path=I2에서 2019.5.1. 인출.,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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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방법의 부작용 대처 방법과 가족계획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구역 

인민병원에서 제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궁내 피임기구 부작용

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북한 여성의 주요 피임 방

법이 자궁내 피임기구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2-11〉 조사 전 5년 기간 내 피임 방법별 부작용 대처 방법 및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여성 비율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부작용 대처 
방법을 아는 

여성

가족계획 방법 
아는 여성

피임 방법

영구피임 0 - -

자궁내 피임기구 2,294  83.7 66.2

피임주사 1  100.0* 100.0*

피임알약 8  13.8* 42.7*

콘돔 0  - -

피임 방법 제공 
원천

중앙/도급병원 108  64.3 22.7

군/구역인민병원 2,157  84.6 68.4

리인민병원/진료소 35  85.4* 72.5*

기타 3  0.0 22.8*

계 2,303 83.5 66.1

   주: *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2) 출산 관련 실태

북한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면, 평균출산연령은 2014년 

기준 29.0세이다. 첫 출산연령은 평균적으로 20세에서 45세 사이는 

25.0세, 25세에서 45세 사이는 25.4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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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연령 구간별 합계출산율, 일반출산율, 조출생률, 평균출산연령 
(단위: 세)

구분 1993년
2008년 2014년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합계출산율 2.20 1.89 2.19 2.01 1.84 1.97 1.89

일반출산율 - 50.9 58.1 53.7 49.4 53.6 51.0

조출생률 20.6 - - 14.4 13.5 14.7 14.0

평균출산연령 28.6 28.8 28.6 28.7 29.1 28.9 29.0

   주: 1993, 2008 북한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포함.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표 2-13〉 연령구간별 여성의 평균 첫 출산연령
(단위: 세)

구분
여성 연령

20~49세 25~49세

지역
도시 25.0 25.4

농촌 24.7 25.1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24.8 25.3

직업기술학교 24.8 25.0

전문학교 25.1 25.4

대학 이상 25.1 25.3

계 24.9 25.3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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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에 따르면 출산 당시 산전관리제공

자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출산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거의 100%에 가깝

다. 주로 의사와 준의로부터 산전관리를 받았다고 한다(<표 2-14> 참조). 

그리고 출산 전 산전관리제공자가 10-16회 방문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가장 많았다(<표 2-15> 참조).  

〈표 2-14〉 조사 전 3년 기간 내 산전관리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생존 자녀를 출산한 

여성(15~49세) 비율

(단위: 명, %,)

응답자 배경 응답자 수
산전관리제공자 자격을 갖춘 

산전관리제공자의 
산전관리를 받은 비율의사/준의 간호원/조산원

연령
35세 미만 1,993  83.9 16.0 99.9

35~49세 23  83.4* 16.6* 100.0

지역
도시 1,127  91.1 8.9 100.0

농촌 889  73.6 26.1 99.7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1,619  82.2 17.6 99.8

직업기술학교 84  98.5 1.5* 100.0

전문학교 124  94.6 5.4* 100.0

대학 이상 189  85.3 14.7 100.0

계 2,016 83.9 16.0 99.9

   주: *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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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조사 전 3년 기간 내 산전관리제공자 방문 횟수 구성 비율
(단위: %, 명)

응답자 배경 응답자 수
방문 횟수

1~4회 5~9회 10~16회 계

연령
35세 미만 1,993  8.1 19.5 72.4 100.0

35~49세 23  9.9* 11.6* 78.6* 100.0

지역
도시 1,127  7.3 15.1 77.6 100.0

농촌 889  9.4 25.6 65.0 100.0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1,619  8.9 19.5 71.6 100.0

직업기술학교 84  7.4* 13.9* 78.7 100.0

전문학교 124  5.6* 29.2 65.2 100

대학 이상 189  3.5* 15.5 81.0 100.0

계 2,016 8.2 19.4 72.4 100.0

   주: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경제 조사’에 따르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거의 대부분이 자격을 소지한 의료 인력로부터 출산 도움을 받았고, 의사

나 준의가 출산 도움을 제공했다고 한다(<표 2-16 참조>). 출산 후 산후

검진을 진행한 의료 인력 역시 의사와 준의가 70% 이상이었는데, 출산 

도움에 비해서는 간호원과 조산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한 여성의 비

율이 약 8.4%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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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조사 전 3년 기간 내 출산 도움을 제공한 유형의 구성 비율
(단위: 명, %)

응답자 배경 응답자 수

출산 도움

의사/
준의

간호원/
조산원

친척/
친우*

계

자격을 
소지한 
의료 
인력

연령
35세 미만 1,993  86.2 13.7 0.1 100.0 99.9

35~49세 23  93.7* 6.3* 0.0 100.0 100.0

지역
도시 1,127  94.4 5.6 0.0 100.0 100.0

농촌 889  74.6 25.2 0.1 100.0 99.9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1,619  85.4 14.5 0.1 100.0 99.9

직업기술학교 84  88.4 11.6* 0.0 100.0 100.0

전문학교 124  92.2 7.8* 0.0 100.0 100.0

대학 이상 189  88.9 11.1* 0.0 100.0 100.0

계 2,016 86.3 13.7 0.1* 100.0 99.9

   주: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표 2-17〉 출산 후 첫 산후검진을 진행한 의료 인력에 따른 여성 구성 비율
(단위: 명, %)

응답자 배경 응답자 수
의료 인력

의사/준의 간호원/조산원 기타*

해산 시 
산모 나이

20~34세 1,993  77.4 22.1 0.5

35~49세 23  79.5* 20.5* 0.0

지역
도시 1,127  86.7 13.2 0.0

농촌 889  64.3 34.8 0.0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1,619  76.3 23.1 0.6

직업기술학교 84  62.2 37.8 0.0

전문학교 124  86.8 13.2* 0.0

대학 이상 189  87.9 12.1* 0.0

계 2,016 77.5 22.1 0.5

   주: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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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2개월간 비타민 A와 엽산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응답자의 55.0%, 76.4%이다. 출산한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

한 영양소의 섭취를 모든 여성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출산 여성의 대부

분이 출산 후 필요한 영양 섭취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8〉 조사 전 3년 기간 내 출산 후 2개월간 비타민 A, 엽산약을 복용한 여성

(15~49세) 구성 비율

(단위: 명, %)

응답자 배경 응답자 수 비타민 A 알약 엽산철/복합미량영양알약

해산 시 
산모 나이

20~34세 1,993  55.3 76.5

35~49세 23  29.0* 70.3*

지역
도시 1,127  59.8 80.8

농촌 889  48.2 70.2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1,619  52.7 75.6

직업기술학교 84  51.5 79.9

전문학교 124  62.6 79.8

대학 이상 189  70.7 80.2

계 2,016 55.0 76.4

  주: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3) 피임과 유산

북한 여성의 피임 실천은 주로 자궁내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표 2-19> 참조). 자궁내 피임기구를 이용한다는 여성이 70% 이

상이었고, 현대적 방법 역시 76.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피임 정보

에 대한 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피임은 여성의 책

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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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피임 방법별 기혼 여성(15~49세)의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2010년 생식보건조사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응답자 수 - - - 5,540  4,086  9,626  

현대적 방법 68.1 61.0 65.3 77.1 75.7 76.5

여성영구피임 3.1 3.2 3.2 2.5 1.8 2.2

남성영구피임 0.0 0.0 0.0 0.0 0.0 0.0

자궁내 피임기구 64.3 57.2 61.5 74.2 73.7 74.0

피임주사 0.1 0.3 0.2 0.1* 0.0 0.0

피임알약 0.2 0.2 0.2 0.0 0.2* 0.1*

콘돔 0.2 0.1 0.2 0.3* 0.1* 0.2*

전통적 방법 6.3 5.6 6.0 1.4 2.0 1.6

주기조절법 4.5 4.6 4.5 1.2 1.6 1.4

질외사정 1.7 1.1 1.5 0.1* 0.4* 0.2*

기타방법 - - - 0.0 0.0 0.0

  주: 1)* 응답자 수 25명 미만

        2) 2010년 생식 보건조사 결과 포함

자료: 통계청. (2018c). 북한통계[UN. (2010). 2010년 생식 건강 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9&tab_yn=Y&conn_path=I2에서 2019.5.1. 인출.,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피임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피임 중단 사유를 통해 간접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피임을 중단하는 이유가 임신을 위해서가 아닌 경우

를 제외하고 건강 문제, 부작용, 사용 불편 때문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적

지 않다. 20대의 경우 사용이 불편해서라든가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다는 

응답이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임신 의사가 없기도 하지만 

건강 문제로 피임을 중단한 경우가 50% 이상인데, 이 경우 자궁내 피임

기구를 오랜 시간 사용한 데 따른 문제로 추측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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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피임기구가 여성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험을 한 여성들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자궁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

문이다(김석향, 박민주, 2016, pp. 125-126).

〈표 2-20〉 기혼 여성(15~49세)의 피임 중단 사유
(단위: %)

연령
피임
실패

임신을 
원함

남편 
반대

건강
문제

부작용
사용 
불편

계

20~24세 - 49.0 0.0 16.7 16.6 17.7 100.0(179)

25~29세 - 43.5 0.0 18.3 22.5 15.7 100.0(376)

30~34세 - 68.4 0.0 9.5 15.0 7.1* 100.0(327)

35~39세 1.6* 59.7 0.0 21.1 7.5* 10.1* 100.0(179)

40~44세 - 1.0* 5.9* 51.0 27.4 14.7* 100.0(98)

45~49세 6.1* 1.8* 0.6* 50.7 16.8 24.0 100.0(198)

계 1.1* 42.7 0.6* 23.7 17.6 14.3 100.0(1,357)

  

   주: *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낙태와 유산, 사산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당

국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여성들이 개인에게 낙태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생식건강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유지

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는 약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참조). 30대에서 그러한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고, 유산 횟수는 

1번인 경우가 8.1%, 2번 이상인 경우가 2.4%였다. 



98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표 2-21〉 낙태,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
(단위: %)

연령 도시 농촌 계

20~24세 6.4 9.5 7.7

25~29세 10.3 9.8 10.1

30~34세 13 17.8 14.9

35~39세 14.5 12.6 13.8

40~44세 10.5 10.6 10.5

45~49세 9.5 8.1 8.9

계 11.2 11.6 11.5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표 2-22> 유산 횟수에 따른 기혼 여성(15~49세) 구성 비율
(단위: %)

응답자 배경
유산 횟수

한 번 두 번 이상 계

연령
30세 미만 4.4 1.4 4.5

30세 이상 9.0 2.7 11.7

지역
도시 8.8 2.3 11.1

농촌 7.0 2.7 9.7

교육 
수준

고급중학교 7.8 2.3 10.1

직업기술학교 6.8 1.8 8.6

전문학교 12.1 2.7 14.8

대학 이상 8.1 3.9 12.1

계 8.1 2.4 10.5

   주: 응답자 수 25명 미만.

자료: 통계청(2018b), 북한통계[UN(2014), 2014년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조사 데이터파일], 

http://kosis.kr/gen_etl/fileStat/fileStatView.jsp?org_id=101&tbl_id=DT_BUKHAN_

FILE05&tab_yn=Y&conn_pat에서 2018. 3.1.인출.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여성들은 가장 힘든 것이 임신 중단을 할 때라

고 하였다. 개인 집에 가서 시술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해서 시술을 

받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임신 지식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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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임신을 하게 되고 부모 몰래 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시술 중 사망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라는 환경적 차원의 문제와 여성의 임신 중

단을 국가가 불법화해 야기되는 문제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임신 중단 처

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앞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

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의료적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뭐 제일 여자들이 힘든 게 이제 임신돼서 소파할 때 거든요. 그러면 개인집 

가서 돈 주고 다 긁어버리는데, 그러면 건강… 그게 다 안 좋잖아. …북한

은 그런 게 잘 안돼 있고. 다 병원 가도 개인한테다가 정해져 있단 말야. 그 

돈 얼마 주고 그 자리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그게 다 위생상 그게 소독도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것도 있어요. 그

러니까 잘못 긁어서 자궁벽을 이렇게 구멍이 파져 가지고. 호스 여기다 끼

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 그냥 집에서 하는 의사들도, 의사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병원에만 나가서 돈 못 버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 받고 그냥 집

에서 해버린단 말에요. 대단해요. 북한여자들(2019-F7).

콘돔도 없고 피임약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좀 임신할 확률이 높거

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서로 둘이 사귀었는데 젊

은 애들이니까 딱 그렇게 관계 가졌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부모

님들도 몰래. 뭐 어떤 때는 친구들끼리 가만히 이렇게 서로 알아봐 가지고 

가서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진짜 산과 의사들은 그런 

측면으로 돈을 진짜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좀 몸 파는 애들 같은 경

우도 있잖아요. 뭐 여기나 거기나 다 아무 곳이나 같으니까.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도 하고. 네, 그래 가지고 진짜 그렇게 좀 그거 하는 게 많나 봐요

(2019-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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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여성 복지 정책이나 조치는 임신․출산이라

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실효성이 낮아 적절

하고 포괄적인 방식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북

한 여성의 복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북한 여성

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

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여성 교류협력에서의 여성 복지 어젠다를 발굴하기에 앞서, 그동

안 추진되어 온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 여성 교류협력 전반의 현황과 여성 

복지 분야와 관련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남북 여성 교류협력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다. 

  1.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경험

가.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전반의 활

성화 노력의 흐름 속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종교단체의 제의로부터 시작되

었다. 1990년까지 여러 차례 북측에 여성 교류를 제안하였으나, 북측의 

무응답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남북 여성 교류는 1991

년 ‘제 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시발점이 되었고, 이 

토론회는 1993년까지 도쿄, 서울, 평양 등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여

성’, ‘통일․평화와 여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계기

로 남측에서는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북측에서는 ‘아시아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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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가 창립되어 아시아여성 연대 등을 위한 교두보

가 마련되었다(한인영, 조영주, 2008, pp. 29-31, 36-37; 문장순, 

2009, pp. 86-87; 구미영 외, 2018, pp. 106-107).

〈표 2-23〉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주요 내용

회차 일시 장소 내용

1 ’91. 5. 도쿄
∙ 남북한: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 일본: ‘우리들 일본은 조선 여성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2 ’91. 11. 서울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 통일과 여성

∙ 평화와 여성

3 ’92. 9. 평양

∙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 일제의 조선 침략과 지배와 전후 책임

∙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4 ’93. 4. 도쿄

∙ 일본의 식민지 지배․전쟁책임과 전후보상 –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아세아의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 문장순(2009). p. 87.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3차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남북 여

성이 공동으로 논의할 주제로 선정한 이후,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 

여성 교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199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남측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북측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만나 의견을 

교류했고,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

토론회에서도 함께 논의를 이어 갔다. 1998년 10월 베이징에서는 일본

군위안부 문제와 여성 인권에 관한 남․북․일 여성의 3자 회담이 개최되었

다(한인영, 조영주, 2008, pp. 31-32; 문장순, 200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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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1990년대 남북 여성 교류협력 현황

일시 장소 남한 주체 북한 주체 내용

’91. 5. 도쿄 한국여성단체연합 최고인민회의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91. 11.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최고인민회의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92. 9. 평양 한국여성단체연합 최고인민회의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93. 4. 도쿄 한국여성단체연합 최고인민회의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93. 10. 도쿄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제2차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 회의

’93. 11. 평양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토론회」 참가

’95. 1.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제3차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 회의

’95. 5. 국립창극단 판소리 연주회

’95. 7. 도쿄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종군위안부 관련 

국제세미나」 참석

’95. 9. 외무부 국제협력국 「제4차 북경여성대회」 참가

’96. 3. 겨레하나합창단
「제11회 One Korea 

Festival」 참석

’96. 3. 전문직여성클럽
조총련 여맹과 학술교류 

협의

’96. 3. 한국여성단체연합
「버클리대 한반도 

평화통일심포지엄」 참석

’98. 7. 도쿄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조선인강제연행진상

조사단

「일본의 전시하의 

강제연행에 관한 

동경심포지움」 참석

’98. 10. 베이징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 

인권에 관한 남․북․일 

여성의 3자회담」

’99. 9.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 조선여성협회 남북 여성 교류 협의

자료: 한인영 외(2008). pp. 30-32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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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2000년 이전까지 전국여성대회 초청 및 여성단체 교류(1991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월드챔피언 미용대회 남북단일팀 출전(1991년, 대

한미용사회),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 전시(1992년, 여성신문사), 북한교회

여성 초청(1995년, 통일희년교회여성협의회), 세계평화와 여성연대 참석

(1996년, YWCA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교류를 위한 제안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만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한인영 외, 2008, 

pp. 30-32).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교류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환

경 변화와 맞물려 남북 여성 교류협력 역시 활성화되었다. 특히 2000년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전범여성법정에서 남북한이 공동기소장 작성을 하

면서 군위안부 문제가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강정

숙, 2016, p. 156). 2002년 5월에는 평양에서 「‘위안부’문제 남북일 토

론회」를 개최해 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면서 북측의 제안

으로 2003년 ‘국제연대협의회’를 발족했다(문소정, 2015, p. 218). 

2007년 ‘제8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남북이 별도

로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 일본정부에 대한 남북 입장을 표명하는 공동성

명서를 발표했다(강정숙, 2016, p. 154).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

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남북 여

성 교류협력은 2013년까지 중단되었다가 2014년 3월이 되어서야 「일본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계기로 만남이 재개

되었다(구미영 외, 2018, p. 108).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15와 8․15를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 행

사가 진행되었고, 2001년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내 여성위원회가 구성

되면서 남북 여성들은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류의 흐름을 

이어 갔다. 1차 대회는 2002년에 금강산에서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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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대를, 2차 대회는 2005년 평양에서 평화통일운

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3차 대회

는 2009년 평양에서 진행되어 북측의 초청이 있었으나 정부의 승인 불허

로 남측이 참석하지 못했다. 민간단체의 남북 여성 공동 행사 개최의 장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5년 12월

이 되어서야 개성에서 남북 여성 공동 문화행사를 통해 100여 명의 만남

이 가능해졌다(구미영 외, 2018, p. 108; 김귀옥, 2018, pp. 17-18).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남북 여성 간 학술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연변대학교 여성연

구중심과 김일성종합대학 여성 교수와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0년 ‘남․북․중국의 청소년 교육과 양성에 관한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현대 사회경제발전과 여성’, 2007년 ‘녀성연구의 발전 로정과 

시대적 과제’ 등의 주제로 독자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두만강포럼의 여성분과(‘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여성교육과 사회적 지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이 주축이 되었고, 2019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학술

교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구미영 외, 2018, pp. 108-109).  

〈표 2-25〉 2000년대 남북 여성 교류협력 현황

일시 장소 남한 주체 북한 주체 내용

’00. 3. 상하이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해 

국제심포지엄

’00. 6. 평양
이희호 여사 등 

여성계 대표

여원구 등 여성계 

대표
6․15 정상회담 

’00. 7. 필리핀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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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남한 주체 북한 주체 내용

’00. 10. 평양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선여성협회 조선노동당 기념행사 참관

’00. 11.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
조선여성협회

남북 여성 교류 

실무협의(한민족여성마당 

공동개최 합의)

’00. 12. 옌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

‘남․북․중국의 청소년 

교육과 양성에 관한 

학술회의’

’00. 12. 도쿄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공동기소

’01. 2. 평양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조선여성협회
「남북여성하나되기」 

토론회

’01. 6. 남측여성단체
6․15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01. 8. 평양
민족공동행사추진본

부 여성위원회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6․15 민족통일대축전

’01. 9.

캐나다 교회여성들의 

모임 한반도여성과 

파트너십위원회

조선여성협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회의

’02. 5. 평양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안부’문제 남북일  

토론회」

’02. 10. 금강산 각계 여성대표 여맹, 조선여성협회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02. 12. 옌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

‘현대 사회경제발전과 

여성’ 학술회의

’03 상하이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제1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03. 8.
민족공동행사추진

본부 여성위원회

2003 8․15 민족공동행사 

여성상봉모임 

’04. 5.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제2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05. 6.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 통일대축전 여성부문 

상봉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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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남한 주체 북한 주체 내용

’05. 8.
8․15 남북해외여성 

연대모임

광복60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여성상봉모임

’05. 9. 평양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여맹, 조선여성협회

6․15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05. 10.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제3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06. 3. 금강산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06. 6. 광주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연대모임

’06. 9. 평양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남북여성통일행사

’07. 5. 평양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남북여성대표자모임

’07. 5. 서울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07. 12. 옌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

‘녀성연구의 발전 로정과 

시대적 과제’ 학술회의

’08. 5. 금강산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14. 3. 선양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 토론회

’14 옌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관리’ 학술회의

’15 개성
남북여성한마당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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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인영, 조영주(2008). pp. 30-32; 구미영 외(2018), pp. 108-109에서 재구성.

나. 여성 복지 관련 남북 여성 교류협력 경험

그동안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민간 중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의 차이가 여성 지위에 대

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여성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여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 교류협력은 ‘문제의 원인이 체제 외

부에 있는’ 위안부 의제에만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남북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공동 활동보다는 일회

적이고 대규모 행사,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 주제의 학술회의나 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남북

의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기존 남북 여성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여

성 복지 분야의 남북 여성 교류협력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나마 남북 여성 교류에서 복지와 관련성 높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

한 실적이 있으나, 이마저도 분유 26톤 제공(1997년), 생필품 지원(1999

년), 겨울내복 지원(2001년), 용천돕기범국민캠페인(2004년), 대동강어

일시 장소 남한 주체 북한 주체 내용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

‘여성교육과 사회적 지위’ 

학술회의

’18. 10. 평양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18. 11. 금강산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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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빵공장 사업(2005년)(이승환, 전영선, 김종수, 조영주, 홍민, 2017, 

pp. 110-111) 등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시 식량, 생필품 제공 등과 같은 

일회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구호사업이 전부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여성,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해 안전한 지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돌봄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부착

된 여성이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시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

(UNISDR, UNDP and IUCN, 2009, p. 35)에서 이러한 지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여성들, 원불교여성회, YWCA,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승환 외, 2017, p. 110) 등 여성단체가 이러한 인도적 교류협력사업을 

주도했다는 것 역시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를 

기반으로 공동의 여성 복지 어젠다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사

업으로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더 크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북한 여성은 일과 돌봄 영역 모두에서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 폭력 문제 등에 노

출되어 있지만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장에서 이러한 현실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목적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치·경

제적 사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를 관통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 나아

가 통일 기반 형성 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정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여성 복지 분야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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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 교류협력에서 복지 분야 사업이 별도로 구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복지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관련한 현황

이나 실태를 제시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대상 사업의 필요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와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 형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6, p. 176).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에서 여성 복지가 중요한 영역

으로 고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복지 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 중 육아원, 탁아소, 

애육원, 소학교 등의 환경 개선 사업, 임산부 의료 및 의약품 지원 사업이 

여성 복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예상된다. 양육기관은 

여성의 지속 가능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은 여성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임산부 의료 및 의약품 지원 사업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러한 사업이 여성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미

미한 수준이다. 이는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장기적으로 여성지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시혜적 관점이 크기 때문이다. 

2010년 남북나눔운동에서 진행한 여성위생용품 제공 사업이 여성 전

반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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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나눔운동, 2019), 이마저도 지속되지는 못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서의 여성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청된다. 

〈표 2-26〉 남북 교류협력사업 중 여성 복지 이슈와 관련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사업단체

양육기관 환경 
개선 사업

모자보건 복지사업(합동사업).

8개(평양, 원산, 회령 등) 어린이시설 환경 개선.

개성공단 내 탁아소의 개보수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

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사업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9개(남포, 해주, 사리원, 원산, 혜산, 청진, 평양, 

신의주, 룡천) 육아원 생활환경 개선
굿네이버스

평양 모란봉구역의 개선 탁아소․유치원 바닥재, 창문, 

출입문, 외장재 교체, 주방시설 및 식당 개보수
나눔인터내셔날

5개(개성, 평성, 희천, 강계, 함흥) 육아원 생활환경 

개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함흥지역 초등 및 중등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함경북도 소재 육아원․탁아소 환경 개선 사업
세이브더칠드런

임산부 의료 및 
의약품 지원

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의약품 등 지원. 

19개 시군지역 130여 개 유치원 탁아소 및 

결핵치료시설 지원

국제보건의료

재단

유방촬영기, 산부인과 및 분만장비 등 지원 나눔인터내셔날

산부인과에 의료기기 및 의료물품 등을 지원. 

영유아 지원(산모 의료 소모품과 이불 지원, 신생아 

겉싸개, 양말 지원)

기아대책

대동강구역병원 지원 사업(분만 장비, 임신진단키트, 

산부인과 의료장비 및 의료용 소모품 등)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유방암 진단수술장비 마모톰 기기 지원 및 사용법 

기술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모와 영유아 환자 응급이송용 앰뷸런스 차량 지원 등대복지회

여성용품 지원 여성위생용품 지원 남북나눔운동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6). pp. 128-149, 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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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여성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데 필요

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지 분야 교류협력에서 성주류화 실현

1) 복지 분야 실태 및 교류협력 관련 성별분리통계 구축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그 수

혜를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 실태에서 이미 성

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혜에서도 성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복지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

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실태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가 충분해야 하고,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 분야 실태 및 교류협력과 관련

한 성별분리통계는 북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 여성의 복지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료들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 측이 성

별분리통계를 마련 또는 제시하지 않는 한계도 있지만, 외부의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자료화하는 데 있어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여 대상의 특성

을 고려한 지원 협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에게 특화된 통계 자

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에 있어 성별

분리통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원협력의 어젠다 발굴과 지원협력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데서도 성별

분리통계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112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특정한 대상자와 수혜자가 나타나는 맥락과 조건, 효과에서 나타

나는 차이나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원 및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

고, 협력에 대한 전략과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북

한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복지 분야 교류협력 기금 및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일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성차별을 유지시키

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Budlender, Debbie & 

Rhonda Sharp, 1998; 차인순, 2004, pp. 45-46에서 재인용). 이러한 

성인지 예산의 접근은 복지 분야 교류협력에서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북한 여성이 처한 현실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 대상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여타의 사업들에서 여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물질적 자원은 남북협력기금과 협력 추진 기구

의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복지 분야 협력 추진에 사용되는 기금이나 예산

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여성이 협력사업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여성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되는지도 보여 준다. 

2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성에 특화된 복지 분야 교류협력은 쉽

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은 주로 보건·의료 분야가 

다수였고, 그중에서도 여성 관련 사업은 임산부 대상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업의 내용에서 여성 대상 사업 유무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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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에 여성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수혜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수혜율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 예산의 어느 정도가 여성에게 배분되는지

도 여성의 사업 수혜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 점에서 

사업 예산의 배분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에서 여성 

대상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여타의 사업들에서 여성에 대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기획과 예산 수립, 기금 활용 구상에서 성인지

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나. 복지 분야 교류협력 참여 여성 간의 네트워크 강화

앞에서 분석한 남북 여성 교류와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현황을 살펴보

면, 여성 교류와 복지 분야 간의 교류협력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성 교류는 주로 공동 행사, 학술행사 등 일회성 행사에 그

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인도적 지원 사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

다. 그에 비해 복지 분야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임산

부 대상의 교류협력이 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각각의 교류협력의 목표

가 다른 측면이 있었다. 여성 교류는 남북한 여성 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

도 평화 과정에 여성 참여를 제고하고, 한반도 전체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교류협력의 목적이 서로 다

른 지향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차별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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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일맥상통한다. 남북한 격차, 남북한 여성 간의 차이, 남성 간의 차

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두 분야의 교류협력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 온 

경험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남북 여성 교류가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다양한 위치의 북한 주민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여성 관련 사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 교류와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여성 교류협력의 주체와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주체 간 교

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각 영역의 주요한 어젠다를 공유함으로써 교

류협력사업의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북한 여성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여성 

교류와 복지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복지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 여성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형성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에서 북한 여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류협력 주체

들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간호학회’와 같이 최근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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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여성 연구자들이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을 해 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의 구성은 앞으로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에서 여성 관련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세부적인 복지 

어젠다와 관련한 여성 연구자, 여성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

존 복지 분야 교류협력, 여성 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앞으로의 교류협력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방안들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 여성 교류 추진 주체와 복지 분야 교류협력 주체의 협력, 복지 분

야 교류협력 관련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는 북한 여성 사업 추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교류협력의 구체화하고 특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

이다. 또한 각 영역의 전문성의 결합은 교류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각 분야의 교류협력의 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소결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주요 경제활동 공

간인 시장이나 직장 등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시장이나 공장, 기업소 등에서 여성 노

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과 같은 시설 마련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와 수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전력이나 수자원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 관련 시설 혹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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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전력, 수자

원 등 인프라 구축 협력을 기획하하는 데 있어 구축하는 인프라가 주민생

활 특히,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미비한 인프라

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탁아시설 등과 같이 양육지원

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실효성에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기존

의 양육 관련 제도와 정책은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여성은 경제적 수

준과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여부에 따라 양육 부담의 차이가 

나타난다.

양육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는 이미 북한 사회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류협력에서는 그러한 인프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양육 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양육기관 유

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

거 대동강어린이빵공장, 콩우유공장을 설립하여 양육기관에 다니는 어린

이들의 식료품을 지원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북한에

서 직접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 개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협력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동원으로부터 여

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콩우유공장의 경우는 설립한 

공장에 북한 여성들이 종사하면서 경제활동도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

에서 여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이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 여성의 건강권 및 재생산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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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의 건강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주민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도 부족하지만, 주민 건강 실태에서

도 성별 차이에 주목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고, 여성에 특화된 질병과 관

련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 실태 파악이 앞으로의 교류협력에서 가장 기

초적인 조건이라고 할 때, 북한 여성의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

다. 더욱이 이미 북한 여성의 건강이 남성과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들

이 한국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

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북한 여성 건강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여성의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연구 및 자료, 국제기구 발표 자료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주요한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향후 북한과의 교류협력 추진 의제

로 공동 연구를 상정하여 북한 여성 건강 실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

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북한 여성 건강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나, 이미 조사

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북한이탈 여성

의 경험을 통해서도 북한 여성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

험과 자료들은 북한 여성의 건강 지원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은 여성 건강을 모성보호의 차원, 즉 임신과 출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여성의 다른 질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

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질병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

적 현상이고 북한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추진된 것이 오래되지 않은 것은 여성 건강에 

대한 의료 분야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 특히 여성 건강이 남성과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의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의료 분야의 기술

과 지식이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때 건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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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마찬가지로 의료·보건 분야 

협력 의제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질병을 중심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에 

있어 성별을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원과 협력

의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

다. 초중등교육과정에 성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성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성교육은 여성이 자신

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

에 북한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몸에 대한 인식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북한 여성과 남성에게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

서 한국 사회에서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성교육을 북한 사

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건강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의료기술과 지

식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 질병 분야의 전

문가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에서 발전되어온 여성 건강 분야의 

전문 기술과 지식, 남한 사회의 기술과 지식의 접목을 통해 남북한 여성 

전반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 대한 의료지원과 협력은 당면한 질병의 심각성을 중심으

로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상황과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소외되고 부차시되었던 여성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한 여성 건강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

해 주요 여성 질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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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한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제

북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북한 법령에 명시된 것 이외에 전반적인 사

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고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북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국가보고서를 

통한 북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 내용을 생활실태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북한의 아동·청소년 법제 

  가.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의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애육원, 육아원의 근거 

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은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되었다. 총 6장 5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2013년 4월 4일자로 제16조(어린이식료품)와 제44조(어린이보육교양기

관 일군의 자격) 두 개 조항이 수정 보충되었다(법률출판사, 2016, p. 

223).

수정 보충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제16조, 제44조 조문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6조(어린이식료품)에서 종전의 “탁아소, 유

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

북한 아동·청소년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3



122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다”는 중요한 문장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정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표 3-1> 참조). 

탁아소, 유치원의 식료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린이의 보

육·교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면제는 곧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실제 북한의 육아가 주로 

사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이를 상

세히 살펴보겠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9조에는 “국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식료품 보장과 더불

어 이에 대한 비용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겠다는 의지까지 포함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정권 시기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

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의미심장한 변화라 볼 수 있다.

한편,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보육원과 교양원의 

자격조건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이 수정 보충되었다. 수정보충 전

에는 질병이 없어야 하고, 전문지식과 해당 자격의 소유가 보육원, 교양

원의 자격조건이었다면 이번 개정에는 여기에 덧붙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을 받아야 할 것, 만약 건강검진에서 불합격할 경우 기관에서 일할 수 없

도록 하는 등 교사의 건강 측면을 강화하였다(<표 3-1> 참조). 

요컨대, 영유아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위생안전성과 영유아를 직접 양

육하는 보육원, 교양원의 건강을 중시하는 내용을 해당 법조문에 추가 보

충함으로써, 탁아소와 유치원의 위생, 청결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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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어린이보육교양법 일부 조항 개정 전후 

   주: 진한 표시가 개정 후, 수정 보충된 부분임.

자료: 개정 전 내용;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 1068,  p. 1071. 개정 후 

내용;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 223.

나. 아동권리보장법

1) 아동권리보장법의 도입과 주요 내용

북한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

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총 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이바지”(동법 제1조 아동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1181)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권리보장법의 아동의 정의는 16세까지로 11년의 의무교육기간을 

포괄하고 있다(제2조). 북한의 아동연령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8세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16세 이후 군입대와 

어린이
보육교양법

개정 전(1999년) 개정 후(2013년)

제16조
(어린이식료품)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 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 

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의 자격)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좌동

+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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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적 의무 이행기에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북한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향후 12년의 의무교

육기간을 반영하여 17~18세까지로 아동의 연령 기준이 연장될 예정이므

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연령범위와 국내법의 연령기

준을 일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북한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 혜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의 역할

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제6조, 제38조) 이혼은 하지 말아야(제54조) 

하지만, 만약 이혼하면 3세 미만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하도록(제55조) 규

정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도 명시하였다(제56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며(제14조) 부모는 아이를 체벌, 구타, 욕설 등의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제43조). 국가의 아동권리보장사업은 내각의 지도 

하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

으로 전달되어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통제한다(제57조, 제61조)(이상 <표 

3-2> 참조).

법 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공표하고 바뀐 규정을 

비밀문서(대외비)로 작성해서 기관마다 내려보내는데 그 문서를 반드시 

회수합니다. 규정에 따라 내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국에 

전달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2019-NG1).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김정은 정권이 의

무교육을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하면서, 종전의 법조문에서 “11년제무

료의무교육제도”라는 문구가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로 수정되었다.



제3장 북한 아동·청소년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125

〈표 3-2〉 아동권리보장법 중에서 영유아 관련 일부 조항  

장 영유아 관련 법조문

제1장 
아동권리

보장법의 기본

제5조(교육, 보건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

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제6조(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가정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아동의 성

장과 발전의 중요 담보이다.

제2장
사회생활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14조(출생등록)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해당 거주지의 인민보안기관에서 한다.

제3장
교육, 

보건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22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할데 대한 요

구)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3조(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3조(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

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34조(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한다.

제35조(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

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8조(가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

이다.

제43조(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54조(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55조(리혼시 아동양육)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56조(아동의 양육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6장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아동권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61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

이 한다.

자료: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p. 118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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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아동권리보장법 일부 조항 개정 전후 

아동권리보장법 개정 전(2010년) 개정 후(2014년)

제5조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

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

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

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도를 더욱 공공발전시켜 모

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

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5조에서 

《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로,

제23조에서 

《11년제의무교육》을

《12년제의무교육》으로 수정.

제23조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자료: 개정 전 내용;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1181, p.1183, 개정 후 

내용: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347. 

2) 아동권리보장법의 내용 분석

아동권리보장법은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 아동권리보장법

의 기본, 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3장 교육, 보건 분야에

서의 아동권리보장, 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5장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이루어져 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아동권리 사항을, 6장은 아동권

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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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아동권리보장법의 구성

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의 「아동권리보장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음에서 살펴볼 주요한 아동·청소년 권리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4가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다만 4 가

지의 포괄적 권리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4가지 권리를 반영

하는 몇 가지 하위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하위 영역

은 생존권의 기초보건, 보호권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 발달권의 교

육, 참여권의 의사결정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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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리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초점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적절한 생활 수준 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초보건 및 적절

한 생활 수준

보호권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모든 형태의 학

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

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 등)

안전 및 노동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교육받을 권

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교육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

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의사결정 참여

<표 3-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권리

자료: 유니세프. (2019).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에서 2019.9.8. 인출)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1) 아동·청소년의 기초보건 및 적절한 생활 수준 관련 조항

「아동권리보장법」에서 가장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 권리는 아동·청소년

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보건에 관한 권리이다. 「아동권리보장법」의 제5조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 혜

택자, 향유자”라고 기술하고 있어,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아동의 권리

를 명시하고 있다. 제22조는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

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의 국가의 책무를 명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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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는 제33조(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제

34조(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제35조(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제36조(료

양시설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제37조(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의 

보장) 등이 있고, 적절한 생활 수준과 관련해서는 제8조(아동에 대한 물

질적 보장 원칙)가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부 조항

제5조(교육, 보건분야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 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

고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22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 제공)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

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

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 검사비, 약값, 입원 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장기구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전적으

로 부담한다. 

제34조(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

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병이 난 

아동에 대하여서는 제때께 전문의료기관을 동하여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

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든든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료양시설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료양시설을 잘

〈표 3-5〉 기초보건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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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세부 조항

제8조(아동에 대한 물질적 보장원칙)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표 3-6〉 적절한 생활 수준 관련 조항 

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아동권리보장법에 명시된 기초보건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아동·

청소년 권리는 비교적 분명하다. 법상의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무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권리 실현

을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

진에 관련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균형 있게 권리보장의 근거를 마

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노동 관련 조항

두 번째로 보호권의 안전 및 노동 관련 조항은 제11조(생명권과 발전

권), 제18조(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금지), 제19조(아동로동의 금지), 제

세부 조항

꾸리고 아동들이 적극 리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갖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

제37조(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

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물자공급기관과 해당 상업 기관, 교육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아동들에게 정확히 공급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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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 제43조(가정에서 처벌금지) 등이다. 

보호권이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동권리보장법」의 보호권 관련 조항들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9조 아동노동금지는 아동의 정의와 금지하는 노동의 종류가 규

정되어 있지 않다. 제26조 아동의 인격존중과 제43조 가정에서의 처벌 

금지는 가정과 학교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동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아동보호체계 마련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

아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세부 조항

제11조(생명권과 발전권)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을 가진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금지)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동을 유괴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26조(아동의 인격존중)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

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가정에서 처벌금지)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표 3-7〉 안전 조항 

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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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항

제19조(아동로동의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표 3-8〉 노동 관련 조항 

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3) 아동·청소년의 교육 관련 조항

기초보건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권리는 「아동권리보장법」에서 가

장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발달권의 교육 관련 조항

은 제5조(교육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제22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 등), 제23조(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제24조(아동교

육기관), 제25조(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 제32조(외진 지역의 아동교육

조건보장) 등이다. 

「아동권리보장법 제25조」는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학령 

아동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제

도가 아동기 사회화의 핵심 사회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는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의 필요로서도 

강조될 수 있다.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로 확장된다. 제32

조(외진 지역의 아동교육조건보장)과 제30조(장애아동의 보호) 조항은 

북한 내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도서산간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장애아동 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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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항

제5조(교육, 보건분야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 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

고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22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 제공)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

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제24조 (아동교육기관)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이 마음껏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같은 것이 속하며 사회 교육기관에는 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같은 것이 속한다. 

제25조(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학령 아동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켜야 한다.

아동교육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외진 지역의 아동교육조건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표 3-9〉 아동권리보장법상 교육 관련 조항 

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4)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 관련 조항

네 번째로 참여권의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한 조항은 제16조(단체가입, 

견해표시), 제26조(아동의 인격존중), 제42조(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등이다. 제16조는 아동단체 가입 및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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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조항으로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익에 해

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같은 행위’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 표현

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26조와 제42조는 가

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의 인격존중 및 의사존중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의견표명에 대한 자유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해서는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조항

제16조(단체가입, 견해표시)

아동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 작품 같

은 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

의 명예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6조(아동의 인격존중)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

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2조(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표 3-10〉 아동권리보장법상 의사결정 관련 조항 

자료: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다. 녀성권리보장법 중 임산부·산모 관련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은 “녀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데 이바지”(동법 제

1조 녀성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p. 

1188)하기 위해 2010년 12월 22일에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309호)되었다. 동법은 총 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1>은 동법에서 임신부, 산모와 관련된 조문을 추려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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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먼저, 여성의 역할은 가정의 복리와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여성은 산전, 산후, 수유기간 동안 야간노동 금지(제29조, 제30

조, 제51조), 형벌집행 금지(제38조),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여성은 일일 

노동시간을 6시간을 제한하는(제31조) 등의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은 여성에게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

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제50조)라는 조문은 인상적이다.

〈표 3-11〉 녀성권리보장법 중에서 임신부·산모·부모 관련 일부 조항  

장 임신부, 산모 관련 법조문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3조(녀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녀성은 가정의 복리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조(녀성권리보장계획) 국가는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

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

제4장 
로동의 권리

제29조(녀성근로자의 로동보호) 녀성은 산전산휴기간, 젖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0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을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젖먹이아이가 있거가 임신

한 녀성근로자에게 야간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로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노동자

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 지불한다. 

제33조(산전·산휴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

를 준다. 산전·산후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 수 없다.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제38조(건강, 생명의 불가침) 임신한 녀성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49조(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

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0조(출산의 자유)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삼태

자, 다태자를 낳아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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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동법은 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된다. 수정된 조문은 <표 3-12>와 같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전, 2016, p. 398). 북한의 육아휴직제도는 산전·산후휴가라 하는데 산

전 60일, 산후 90일이었다가 최근 산후 180일로 확대되었다. 그 대신, 종

전의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 수 없다”는 문구는 삭제

되었다. 2절에서 다루겠지만, 북한의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월급이 실질

적인 가구소득원이 되지 못하면서 북한 여성들은 산전·산후기간에도 장

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표 3-12〉 녀성권리보장법 일부 조항 개정 전후 

녀성권리보장법 개정 전(2010년) 개정 후(2015년)

제33조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 수 없다.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자료: 개정 전 내용;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 1192, 개정 후 내용: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 398.

장 임신부, 산모 관련 법조문

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51조(임산부에 대한 보호) 녀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안전하

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산기의 녀성건강보

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7장
녀성권리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53조(녀성단체의 임무)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녀성동맹

조직은 녀성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적인식과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

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54조(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

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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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리보장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연차별로 

수립, 실행하며(제4조)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가 지도하고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각급 녀성동맹 조직이 실질

적인 업무를 수행한다(제53조). 감독통제기관은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

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제54조). 

2. 북한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가. 영유아의 건강·영양 

먼저 2018년 UNICEF가 발표한 2017년 MICS 자료를 바탕으로 영유

아의 건강·영양, 보건·위생, 보육·교육 실태를 살펴본다. 

1) 모유 수유

초유 및 이후 모유 수유는 신생아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모유 수유 비율

은 상당히 높다. 출산 직후의 초유를 먹이는 비율은 99.6%로 대부분의 

산모가 신생아에게 초유를 먹이고 있다(<표 3-13> 참조). 초유가 나오지 

않으면 액체 형태의 우유(prelacteal feed)을 신생아에게 주는데 이 경우, 

분유로 주는 경우는 19.9%이고 나머지 80.1%는 분유가 아닌 액상

(Non-milk based liquids)을 제공하고 있었다(UNICEF, 2018a, p. 91).

초유 수유는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초유를 

포함한 모유 수유 기간은 16.6개월(중간값)이고 평균값은 17.3개월로 집

계되었다. 첫돌이 지나고도 모유 수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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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2)을 모유와 병행하는 경우가 59.3%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지역별로 양강도, 평안북도는 병행 비율이 

34.3%, 3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두 지역의 모유 수유 기간이 각

각 12.1개월, 15.6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짧은데 이는 모유 수유를 일찍 

중단하고 이유식 또는 성인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3-13> 참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면담 사례 모두(2019-PF1, 2019-PF2, 2019-PF3, 

2019-PF4) 돌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는 1년 정도 했어요. 분유는 안 먹였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모유 

먹여요(2019-PF4).

〈표 3-13〉 북한 영유아 초유 및 모유 수유 실태
(단위: %, 개월)

2) 북한에서는 암죽이라 해서 흰쌀 물로 만든 이유식을 주로 줌.

구분
초유수유
(n=931)

연령별 
모유 수유(n=911) 모유 수유

기간 중간값
(평균값)생후 0~5개월

(모유만)

생후 
6~23개월

(모유와 이유식)

생후 
0~23개월

전체 99.6 71.4 59.3 61.6 16.6(17.3)

지역

도시 99.5 70.8 57.5 60.2 16.3

농촌 99.8 72.6 62.0 63.7 17.2

행정구역

양강도 100.0 (*) 34.3 41.6 12.1

함경북도 98.9 (*) 83.1 84.1 22.6

함경남도 100.0 (*) 66.5 68.4 18.5

강원도 99.0 (*) 58.9 57.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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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사례 수가 25-49개 미만인 경우.

        (*) 사례 수가 25개 미만인 경우.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 91, p. 94, p. 95 표를 재구성.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2) 발육 상태

북한 영유아의 발육 상태를 몸무게, 신장(키), 신장 대비 몸무게 등 3개 

영역으로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경미한 저성장이 19.1%로 가장 

높게 나왔고,3) 경미한 저체중 9.3%, 심각한 저성장이 4.8% 순으로 나타

났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적은 왜소한 경우는 2.5%, 신장 대비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비만은 2.3%로 앞의 3개 영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이 수치는 5세 미만 영유아의 만성영양부족의 정도를 뜻한다. 북한은 이 지표에서 1998년 

62.3%, 2004년 37.0%, 2009년 32.4%, 2012년 27.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장

기간에 걸쳐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홍제환, 2018, p. 3). 현재 이 수치는 방글라데시 

36.1%, 캄보디아 32.4%, 미얀마 29.4%, 필리핀 33.4%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양

호한 수준이다(홍제환, 2018, p. 4).

구분
초유수유
(n=931)

연령별 
모유 수유(n=911) 모유 수유

기간 중간값
(평균값)생후 0~5개월

(모유만)

생후 
6~23개월

(모유와 이유식)

생후 
0~23개월

자강도 100.0 (55.7) 68.2 64.7 20.0

평안북도 98.9 (*) 37.2 41.9 15.6

평안남도 100.0 (*) 61.6 62.0 17.7

황해북도 99.9 (*) 58.7 66.9 15.0

황해남도 100.0 (*) 56.2 60.3 13.7

평양 100.0 (*) 55.5 56.8 14.4

가구소득

하위 20% 100.0 (68.0) 56.3 58.7 16.1

중간 40% 99.5 76.8 59.4 62.1 16.8

상위 40% 99.5 69.2 60.7 62.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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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 영유아의 발육 상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

음(각주 2 참조)을 보여 준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인 경우 도시 0.6%, 농촌 0.1%로 도시가 6배 많았다. 행정구역

으로는 대체로 양강도의 영유아들이 열악하고 평양의 영유아들이 발육 

상태가 좋았다. 양강도의 영유아들은 심각한 저체중 비율이 4.0%, 심각

한 저성장이 1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일수록 발육 상태가 안 좋았으며 비만은 상위 

40% 가구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표 3-14> 참조). 면담에서도 북한 영

유아들의 발육 상태는 가구소득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급 세대와 비교하면 돈 잘 버는 집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애들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2019-NG1).

가구소득이 높았던 사례 3, 4의 큰아이들은 현재 20세로 키가 모두 

180㎝이다. 그러나 현재 성장하고 있는 유아(2019-IF1), 초등학생

(2019-IF2) 아이들은 남한 또래 친구에 비해 키가 작다고 한다.

저는 중국에서 키 크는 약 사서 먹여서 아들은 180, 딸은 150입니다

(2019-PF3).

큰애는 지금 180이에요. 작은 애가 북한에서는 작은 키가 아닌데 여기서

는 너무 작아요(2019-PF4). 

우리 딸은 (어린이집 친구들에 비해) 좀 작은 것 같아요. 몸무게는 보통이

구요(2019-P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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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북한 영유아 신체발달 실태
(단위: %, 점)

구분

몸무게 신장(키) 신장 대비 몸무게

저체중 저성장 왜소 비만
평균
Z점수경미 심각

평균
Z점수

경미 심각
평균
Z점수

경미 심각 경미 심각

전체 9.3 1.8 ╶0.7 19.1 4.8 ╶1.0 2.5 0.5 2.3 0.4 ╶0.2

지역

도시 7.6 1.2 ╶0.6 15.6 3.8 ╶0.9 1.7 0.4 2.6 0.6 ╶0.2

농촌 12.6 2.7 ╶7.7 24.4 6.3 ╶1.2 3.7 0.7 1.9 0.1 ╶0.1

행정구역

양강도 14.8 4.0 ╶1.0 31.8 10.5 ╶1.5 4.4 0.9 1.8 0.0 ╶0.3

함경북도 7.1 1.4 ╶0.8 21.5 5.3 ╶1.1 2.2 0.5 1.4 0.0 ╶0.3

함경남도 11.3 2.2 ╶0.9 19.4 5.4 ╶1.1 3.2 0.9 0.9 0.5 ╶0.4

강원도 10.9 3.0 ╶0.8 21.4 6.9 ╶1.1 3.5 0.0 0.9 0.0 ╶0.2

자강도 11.1 1.7 ╶0.7 23.0 5.7 ╶1.2 2.1 0.4 3.0 0.0 ╶0.0

평안북도 8.5 1.3 ╶0.7 19.6 4.9 ╶1.1 1.3 0.0 2.6 0.5 ╶0.1

평안남도 8.1 1.8 ╶0.6 19.3 4.1 ╶1.1 2.2 0.9 3.0 0.9 ╶0.0

황해북도 11.2 2.5 ╶1.0 19.2 5.4 ╶1.2 2.9 0.4 0.4 0.0 ╶0.4

황해남도 11.3 1.3 ╶0.7 18.8 5.0 ╶1.0 3.4 0.4 3.0 0.4 ╶0.2

평양 4.8 0.9 ╶0.1 10.1 1.1 ╶0.3 1.4 0.4 4.2 0.4 0.1

가구소득

하위 20% 12.7 2.5 ╶0.9 27.0 6.8 ╶1.3 4.1 0.9 1.6 0.2 ╶0.3

중간 40% 10.2 1.8 ╶0.8 20.4 5.0 ╶1.1 2.5 0.2 2.2 0.1 ╶0.2

상위 40% 6.7 1.5 ╶0.5 13.8 3.6 ╶0.8 1.7 0.6 2.7 0.7 ╶0.1

   주: 몸무게는 2271명, 신장 및 신장 대비 몸무게는 2270명 영유아를 측정한 결과임.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 100.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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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정서·사회성·인지발달

<표 3-15>은 북한 3-4세 영유아들 대상으로 언어, 신체, 사회성, 인지 

등 4개 영역별4)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발달도구

(ECDI)(UNICEF, 2018, p. 106)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값이다. 정상발

달 범주에 있는 영유아들의 비율을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이 28.6%로 

현저히 낮지만, 나머지 신체, 사회성, 인지 등 3개 영역은 각각 99.7%, 

86.4%, 97.7%로 매우 높게 나왔다. 전체 ECDI 점수는 87.7점이다.

농촌보다 도시 지역 영유아들의 정상발달이 더 많았다. ECDI 점수도 

도시 88.9점, 농촌 85.9점으로 3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평양의 ECDI 점수는 98.8점으로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평

안북도가 78.0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ECDI 점수도 

높았다.

〈표 3-15〉 북한 3~4세 영유아 언어·신체·사회성·인지 발달 
(단위: %, 점, 명)

4) *언어(Literacy-numeracy)영역: 최소 10개 단어를 읽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1부터 

10까지 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2개 문항 이상을 맞추면 정상발달로 판정.

   *신체(Physical)영역: 손가락 두 개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있다거나 또, 몸이 아프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놀지 않는다면 정상발달로 판정.

   *사회성(Social-emotional): 또래 친구와 잘 지내는지, 친구를 때리거나 물지 않는지, 쉽게 

산만해지지 않는지 등 문항에서 2개 이상 맞히면 정상발달로 판정.

   *인지(Learning): 간단한 지시에 맞게 행동하는지, 주어진 일을 도움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정상발달로 판정(UNICEF, 2018a, p. 106).

구분
영역별 정상발달 범주에 있는 영유아 비율 ECDI

점수
3~4세 

영유아 수언어 신체 사회성 인지

전체 28.6 99.7 86.4 97.7 87.7 914

지역

도시 29.9 99.7 88.0 98.1 88.9 542

농촌 26.8 99.6 84.2 97.1 85.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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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107.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북한은 도로나 자동차, 버스 등의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아

이들은 어릴 때부터 걸어서 유치원,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처럼 매일매

일 20~30분씩 걸어서 다니면 신체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영역에

서의 높은 수치는 이러한 환경도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남한 아이들처럼 자전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걸어요. 유치원도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걸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건강하겠죠. 걷는 걸 

힘들어 하지 않아요(2019-PF3).

구분
영역별 정상발달 범주에 있는 영유아 비율 ECDI

점수
3~4세 

영유아 수언어 신체 사회성 인지

행정구역

양강도 37.5 100.0 91.2 100.0 94.6 28

함경북도 25.5 100.0 70.1 98.9 80.1 90

함경남도 37.2 100.0 88.0 98.9 92.3 120

강원도 26.7 100.0 93.7 100.0 94.8 60

자강도 30.3 97.8 82.8 96.8 84.9 52

평안북도 23.9 100.0 79.1 94.6 78.0 105

평안남도 22.0 100.0 92.3 98.9 91.2 156

황해북도 36.5 99.0 89.6 97.0 90.7 97

황해남도 25.2 99.0 76.7 92.6 72.6 94

평양 29.6 100.0 98.8 100.0 98.8 112

가구소득

하위 20% 28.7 99.1 79.0 95.3 80.9 182

중간 40% 26.0 99.8 87.6 97.1 87.9 379

상위 40% 31.4 99.7 89.1 99.5 91.0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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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부·산모 지원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복리와 발전에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따라서 육아를 담당하는 임신부, 

산모의 건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

므로 관련 내용을 이 장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1) 산전

북한의 임산부는 산전·산후휴가를 권리이자 의무로 사용한다. 면담조

사에서 교사 출신인 연구 참여자 2019-PF1, 2019-PF3과 2019-NG1 

모두, 산전 3개월, 산후 3개월 합쳐서 6개월을 썼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전·산후휴가를 6개월 사용한다고 한다.

휴직하는 동안 일은 하지 않았지만, 휴직급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월급이 실질소득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박영자 외, 2018, p. 

36) 휴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했다.5)

산전, 산후 합쳐서 6개월 썼어요. 의무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

급도 배식도 안 나옵니다. 월급이 별 의미가 없어서 안 나와도 지장 없어요

(2019-PF1).

큰아이 때는 교사할 때라 산전 석 달, 산후 석 달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산전

을 안 쓰고 산후만 6개월 쓰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작은 애 때는 무직이라 

산전·산후 없는 거구요(2019-PF3).

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들어 공식 직장에서 받은 월평

균 급여가 0원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를 넘는 것(박영자 외, 2018, p. 18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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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임신부들은 산원이나 진료소에 가서 산전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17년 MICS 보고서에서도 조사참여자의 91.7%가 의사한테 

산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UNICEF, 2018a, p. 51). 

그런데 <표 3-16>을 보면, 산전 검사를 정기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평균 3회 산전 검사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산전 검사를 4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이 93.7%로 압도적

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8회 이상 18.3%, 1~3회 5.0% 순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산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0.5%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 

산전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다.6)

임산부 지원정책은 특별히 없어요.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병원

에 내야 하는 비용은 없어요. 사회주의라 모든 게 무료에요. 대부분은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는 합니다(2019-PF1).

산전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지만, 검사 횟수는 본인이 스스로 정하

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019-PF2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갔다면, 사

례 4는 출산 전에 몸에 이상이 생기자 한 번 갔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2019-PF3은 친구가 산원 의사라서 해산 전에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했

다. 연구 참여자 2019-PF4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산전 검

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7 MICS 보고서

의 산전 검사 평균 3회란 수치는 북한 임신부들의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저는 한 달에 1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2019-PF2).

6) 참고로 북한에서 산전검사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출산을 하면 담당의사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요컨대, 검사, 검진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수술이나 약을 쓰게 되면 환자

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담당의사에게 수고비를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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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진 안 했어요. 대학 친구가 산원 의사고, 옆집에 산원 의사가 살아

서 병원에 안 갔어요. 여기처럼 북한은 초음파 사진도 없어요. 병원 가지 

않아도 아이가 걱정되지는 않았어요(2019-PF3). 

정기 검진은 자기가 열성으로 하면 검진해 줘요. 저는 해산하기 전에 1번 

갔어요. 다리가 너무 부어서. 북한 사람들은 이상이 있을 때만 (병원에) 가

요. 북한 사람들은 고생에 단련되어 있어서 남한 사람들과 달라요. 임신했

구나 하면 그저 있다가 다리가 붓고 출혈이 생기고 열이 나고 하는 이상이 

생기면 그때 병원에 가요(2019-PF4). 

〈표 3-16〉 북한 임신부의 산전 검사 횟수 
(단위: %, 횟수, 명)

구분 0회 1~3회 4회 이상
8회 
이상

결측치 평균
최근 2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수

전체 0.5 5.0 93.7 18.3 0.8 3 924

지역

도시 0.1 4.3 94.2 18.3 1.4 3 558

농촌 1.1 6.0 92.9 18.3 0.0 3 367

행정구역

양강도 1.1 4.4 94.4 1.1 0.0 3 28

함경북도 0.0 9.0 91.0 9.7 0.0 3 87

함경남도 0.0 6.4 93.6 25.1 0.0 3 121

강원도 0.0 7.0 93.0 17.2 0.0 3 63

자강도 0.0 6.1 89.9 13.0 4.0 3 55

평안북도 1.0 2.1 95.7 25.6 1.1 3 108

평안남도 0.0 4.3 93.5 41.3 2.2 3 158

황해북도 1.0 6.0 93.0 2.0 0.0 3 97

황해남도 2.1 7.1 89.8 3.9 1.0 3 93

평양 0.0 0.0 100.0 12.2 0.0 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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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52.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표 3-17>은 모성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임산부에게 접종하는 신생아 

파상풍(Neonatal tetanus)의 실태조사 결과이다. 응답자 중 80.3%가 

가장 마지막 임신했을 때를 기준으로 신생아 파상풍 접종을 2회 이상했

다는 응답했다. 임산부의 파상풍 접종은 대체로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담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다.

임신 중에 진료소에서 파상풍 주사, 비타민 주사를 맞았어요. 임산부 수첩

도 받았구요(2019-PF2).

응답자의 84.1%가 파상풍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으로 나와서 모성사

망률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

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강도는 파상풍 면역이 59.4%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비해 평양은 100.0%로 나타나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강도 외에도 강원도, 자강도, 평안북

도가 파상풍 면역이 70%대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가구소득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20%는 마지막 임신

에서 2회 이상 접종했다는 응답이 47.3%로 절반이 안 되었다. 파상풍 면

구분 0회 1~3회 4회 이상
8회 
이상

결측치 평균
최근 2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수

가구소득

하위 20% 0.5 6.4 93.0 13.8 0.0 3 179

중간 40% 0.9 5.8 92.6 22.1 0.6 3 369

상위 40% 0.0 3.5 95.0 16.7 1.5 3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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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79.7%로 나타나, 중간소득 40%의 81.9% 및 상위소득 40%의 

88.5%에 비해 낮았다. 이로써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여성이 모성사망률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북한 임산부의 신생아 파상풍 접종 실태
(단위: %, 횟수, 명)

구분
마지막임
신기에 

2회 이상

마지막 임신에서 2회 이상 투약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투약 경험이 있는 여성 

파상풍 
면역

최근 2년 
내 출산한 
여성 수

최근
3년 이내

2회

최근
5년 이내 

3회

최근
10년 이내

4회

일생
동안 5회 

이상

전체 80.3 3.8 0.0 0.0 0.0 84.1 931

지역

도시 81.3 2.9 0.0 0.0 0.0 84.3 559

농촌 78.8 5.0 0.0 0.0 0.0 83.9 372

행정구역

양강도 48.3 11.1 0.0 0.0 0.0 59.4 28

함경북도 83.9 1.3 0.0 0.0 0.0 85.2 87

함경남도 85.0 1.1 0.0 0.0 0.0 86.0 121

강원도 69.2 6.0 0.0 0.0 0.0 75.2 63

자강도 53.8 21.2 0.0 0.0 0.0 75.0 55

평안북도 69.1 9.6 0.0 0.0 0.0 78.6 111

평안남도 83.7 1.1 0.0 0.0 0.0 84.8 158

황해북도 84.8 1.0 0.0 0.0 0.0 85.8 98

황해남도 82.8 1.0 0.0 0.0 0.0 83.8 96

평양 100.0 0.0 0.0 0.0 0.0 100.0 113

가구소득

하위 20% 47.3 5.4 0.0 0.0 0.0 79.7 181

중간 40% 79.6 2.3 0.0 0.0 0.0 81.9 373

상위 40% 84.0 4.5 0.0 0.0 0.0 88.5 376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54.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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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

병원에서의 출산은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

절한 의료서비스와 위생관리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UNICEF, 2018a, p. 55).

북한 임산부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에 의하면, 응답자의 92.2%가 병원에서 출산했고, 나머지 7.8%는 

집에서 출산했다고 응답했다. 병원에서 대부분 출산을 하므로 의사/보조

의사가 출산을 담당했다는 응답 역시, 89.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간

호사/조산원은 10.0%, 친인척/친구는 0.5%로 소수에 그쳤다. 도시가 농

촌보다 병원에서의 출산, 의사에 의한 출산 비율이 높았다. 농촌은 집에

서 출산이 12.7%, 간호사/조산원에 의한 출산이 18.0%로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다. 평양은 응답자의 100%가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집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하위소득 20%는 17.3%가 

집에서 출산했다고 응답했다. 

부모 면담에서 병원에서의 출산은 많은 비용 부담과 수고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수술비나 약값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해산하러 병원에 갈 때 이불, 옷, 음식 심지어 겨울에는 난방을 위

한 땔감(나무)도 가져가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에게 별도로 음

식 대접을 하거나 수고비를 내야 하는 게 불문율이라 한다. 따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은 집에서 조산원을 불러서 출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두 애 모두 산원에서 해산했어요. 의사가 처방하면 약은 본인이 약방 가서 

사 갖고 와야 해요. 첫아이 때는 담당의사한테 식사대접을 했고 둘째 아이 

때는 식사는 안 하고 돈 100원(중국돈)을 줬어요. 감사의 표시로 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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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안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못 주겠죠. 그러면 선

생님들의 관심이 좀 덜하죠. 큰애, 작은애 모두 해산하러 가면서 이불, 음

식, 옷, 겨울에는 장작까지 필요한 것을 모두 싸 가지고 갔어요. 산원에서 

애를 낳는 사람들은 집이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은 조산원을 

데려다가 집에서 많이 낳아요(2019-PF4). 

연구 참여자 2019-PF1을 제외하고, 연구 참여자 2019-PF2, 연구 참

여자 2019-PF3 모두 연구 참여자 2019-PF4와 유사했다. 연구 참여자 

2019-PF2는 담당 의사한테 담배 한 보루를, 연구 참여자 2019-PF3은 

중국돈 300원을 담당 의사에게 주었고, 입원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 모

두 집에서 장만해 갔다.

〈표 3-18〉 북한 임산부의 출산 장소 및 출산 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출산 장소 출산 도우미 최근 2년 내 
출산한 여성 

수병원 집
의사/

보조의사
간호사/
조산원

친인척/
친구

전체 92.2 7.8 89.5 10.0 0.5 931

지역

도시 95.4 4.6 95.3 4.7 0.0 559

농촌 87.3 12.7 80.3 18.0 1.3 372

행정구역

양강도 93.5 6.5 98.9 1.1 0.0 28

함경북도 94.4 5.6 100.0 0.0 0.0 87

함경남도 94.6 5.4 94.6 5.4 0.0 121

강원도 90.9 9.1 83.2 16.8 0.0 63

자강도 92.0 8.0 95.0 5.0 0.0 55

평안북도 90.5 9.5 88.6 11.4 0.0 111

평안남도 88.0 12.0 80.4 18.5 1.1 158

황해북도 93.0 7.0 75.5 22.5 2.0 98

황해남도 86.6 13.4 89.8 9.2 1.1 96

평양 100.0 0.0 100.0 0.0 0.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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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55, p.56 표를 재구성.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산모의 산후조리는 본인 건강뿐 아니라 태어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

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면담에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출산을 

하고 한 달도 안 돼 장사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불임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당시 제대로 하지 못

한 산후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애 낳고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애 낳고도 첫밥을 먹을 정도도 못 됐어요. 

해산하고 미역국, 쌀밥을 저는 못 먹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불

임이 돼서 둘째를 못 갖게 되었어요. 산후조리가 중요한 건 알지만, 국가가 

대주는 것은 없지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했어요. 해산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애를 팽개치고 장사하러 다녔어요. 젖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2019-PF1).

나. 보건·위생

1) 예방접종

<표 3-19>를 보면 북한의 신생아,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상의료제도가 신생아, 영유아들에게는 잘 작

구분

출산 장소 출산 도우미 최근 2년 내 
출산한 여성 

수병원 집
의사/

보조의사
간호사/
조산원

친인척/
친구

가구소득

하위 20% 82.7 17.3 82.9 16.0 1.1 181

중간 40% 91.3 8.7 85.2 14.0 0.8 373

상위 40% 97.6 2.4 96.9 3.1 0.0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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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예방접종인 소아마비, 홍역 1차, B형 간

염의 접종률은 100%에 가깝다. 표에는 없으나 결핵, 디프테리아·백일해·

파상풍, 헤모필루스 B형 모두 접종률이 99.6%로 보고되었다(UNICEF, 

2018, p. 9). 북한은 전통적으로 보건, 의료 분야의 무상치료를 중시해 

왔고, 2010년에 제정한 「아동권리보장법」 제33조 무상치료를 받을 아동

의 권리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 항목으로 “일체 진찰비와 실

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

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건소. 진료소에서 철(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령에 따라 주사를 맞는데 그

것은 잘되고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놔 줘요. 고난의 행군 

때도 기본 예방접종은 실시했어요(2019-NG2). 

지역별, 행정구역별, 가구소득별 차이도 눈에 띄지는 않는다. 영유아의 

예방접종만큼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예방접종 비율에서 양강도, 자강도 지역이 9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았고,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20%에서 예방접종률이 다소 낮

았다(<표 3-19> 참조).

부모면담조사에서도 아이들의 기본예방접종은 무료라 놓치지 않고 맞

힐 수 있는데 보건소, 진료소의 의사가 탁아소, 유치원을 방문해서 주사

를 놔 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탁아소,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은 

제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예방접종은 무료에요. 의사들이 탁아소, 유치원, 학교로 나와서 접종을 해 

줍니다. 탁아소나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접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2019-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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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
(단위: %)

구분

생후 12~23개월 생후 24~35개월

소아마비
(Polio)

홍역 B형 간염
(HepB, 
BCG)

홍역
(Measles)

전체
예방
접종Measles1 Measles2

전체 98.9 99.7 77.3 99.6 98.6 97.3

지역

도시 98.8 100.0 77.7 99.7 99.0 97.6

농촌 99.1 99.3 76.6 99.4 98.0 97.0

행정구역

양강도 (97.8) (100.0) (82.0) (100.0) (95.7) (89.2)

함경북도 (97.7) (100.0) (66.7) (95.6) (100.0) (93.1)

함경남도 (97.7) (100.0) (75.4) (100.0) (97.8) (95.6)

강원도 (100.0) (100.0) (70.2) (100.0) (97.9) (93.2)

자강도 (95.9) (100.0) (87.4) (100.0) (93.5) (89.0)

평안북도 (97.8) (97.9) (78.0) (100.0) (97.8) (100.0)

평안남도 (100.0) (100.0) (88.8) (100.0) (100.0) (100.0)

황해북도 (100.0) (100.0) (80.9) (100.0) (97.9) (100.0)

황해남도 (100.0) (100.0) (78.2) (100.0) (100.0) (100.0)

평양 (100.0) (100.0) (65.4) (100.0) (100.0) (100.0)

가구소득

하위 20% 99.0 98.7 71.5 98.9 96.7 95.1

중간 40% 98.0 100.0 81.7 100.0 100.0 97.0

상위 40% 99.7 100.0 75.8 99.5 98.2 98.7

   주: 소아마비는 3차 접종임(1, 2차 접종 비율은 99.7%임).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9, p.71, p.72 표를 재구성.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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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

(1) 영아 배설물

북한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부모 면담 사례 모

두, 가정 경제력에 따라 기저귀 천의 질이 달라질 뿐이지 모두 천기저귀

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UNICEF 조사에서 0-2세 영아들의 배설물 처리 장소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는 일회용 기저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현

실이 반영된 질문이라 하겠다.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영

아 배설물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UNICEF, 2018, p. 156). 영아 

배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리느냐는 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 결과, 배설물을 헹구어서(rinsed) 화장실/변기에 버린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헹구어서 배수구/도랑에 버린다 

18.6%, 아이용 화장실/변기에 버린다 16.1% 순으로 나왔다. 

영아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①아이용 화장실/변기, 헹

구어서 ②화장실/변기 또는 ③배수구 도랑 등 3개 방법이다(UNICEF, 

2018, p. 156). 이러한 위생적 방법으로 가장 최근의 영아 배설물을 처

리했다는 응답이 74.2%로 높게 나왔다. 대부분의 주양육자들은 영아 자

녀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위생적 방법보다는 

쓰레기장에 투척, 땅에 묻는 등의 비위생적 방법으로 영아 배설물을 처리

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땅에 묻는다는 응답을 보면 농촌 5.1%(도시 

1.6%), 가구소득 하위 20% 6.0%(중간 40% 3.6%, 상위 40% 0.3%)로 상

대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평양에서는 비위생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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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 한 건도 없었다(<표 3-20> 참조). 

〈표 3-20〉 북한 영아 배설물 처리 장소 
(단위: %, 명)

구분
①아이용
화장실/

변기

헹구어서
쓰레
기장
투척

땅에 
묻음

방치 기타

가장 최근 
영아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한 비율

0~2세 
영아 수

②화
장실/
변기

③배
수구/
도랑

전체 16.1 58.1 18.6 3.3 2.6 0.7 0.5 74.2 1,361

지역

도시 19.3 59.3 16.7 2.1 1.6 0.5 0.5 78.6 819

농촌 11.2 56.3 21.5 5.1 5.1 1.2 0.5 67.5 542

행정구역

양강도 8.9 79.5 4.4 0.0 7.2 0.0 0.0 88.4 43

함경북도 13.7 78.7 6.1 0.0 0.8 0.0 0.8 92.4 131

함경남도 18.0 45.5 17.9 5.0 7.5 3.0 3.0 63.6 177

강원도 25.1 42.3 28.3 1.4 2.8 0.0 0.0 67.5 88

자강도 18.0 61.4 15.0 0.0 5.0 0.0 0.0 79.4 79

평안북도 11.9 51.6 21.0 11.8 0.8 2.9 0.0 63.5 159

평안남도 19.5 50.3 24.1 3.0 3.1 0.0 0.0 69.8 230

황해북도 12.4 63.4 18.6 3.5 2.1 0.0 0.0 75.8 145

황해남도 2.8 55.7 38.0 2.8 0.7 0.0 0.0 58.5 143

평양 25.8 71.2 3.0 0.0 0.0 0.0 0.0 97.0 166

가구소득

하위 20% 11.6 53.3 23.8 3.0 6.0 1.5 1.0 64.8 266

중간 40% 15.4 55.9 18.5 5.3 3.5 1.1 0.3 71.3 533

상위 40% 18.8 62.5 16.3 1.8 0.3 0.0 0.4 81.4 562

   주: 위생적 처리 방법이란 ①, ②, ③임.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156.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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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은 북한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은 더욱 중요하다. 북

한은 정수를 한 수돗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우물물을 먹는 가정이 절

반 이상이다(UNICEF, 2018a, p. 142). 앞서 고찰한 배설물이 식수에 오

염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 23.5%의 가구의 식수가 오염된 것

(UNICEF, 2018a, p. 147)으로  집계되었다. 도시는 9.7%가 오염된 반

면, 농촌은 무려 45.2% 가구의 식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

득 하위 20% 저소득 가정에서도 45.2%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UNICEF, 2018a, p. 147).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북한 가정에서 

우물물을 어떻게 처리해서 식수로 사용하는지 알아본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 영유아들의 식수 위생 상태를 가늠해 보자.

전혀 처리하지 않고(無처리) 그냥 먹는다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으

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끓여서 먹는다”가 14.2%로 나왔으며 세 

번째로 “물 필터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4%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 적절

한 정수방법인 정수약품(water purification tablets) 사용은 1.1%에 

불과했으며 태양열 소독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적절한 방법으로 

물처리를 해서 먹는 가구는 16.5%에 그쳤다. 적절한 물처리를 한다는 응

답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가구소득 상위 40%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

왔다.

요약하면, 식수의 배설물 오염도가 높은 농촌 가정, 저소득 가정에서 

정수하지 않은 물을 먹는 가구가 많아서 이들 가정의 영유아의 위생 상태

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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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북한 가정의 식수 처리 방법
(단위: %, 사례)

구분
무

(無)
처리

①
끓임

천으로 
걸러냄

②
물

필터
사용

③
태양
열 

소독

그대로 
둠

④
정수
약품
사용

기타

적절한 
물처리
방법을 

사용한 가구 
비율

가구 수

전체 83.2 14.2 0.1 2.4 0.0 0.1 1.1 0.2 16.5 32,455

지역

도시 80.9 15.5 0.1 3.7 0.0 0.1 1.4 0.3 18.7 19,779

농촌 86.7 12.3 0.1 0.5 0.0 0.1 0.6 0.0 13.0 12,675

행정구역

양강도 70.9 28.0 0.0 1.7 0.0 0.4 2.7 0.0 28.8 1,013

함경북도 81.2 15.3 0.0 2.5 0.0 0.0 1.3 0.0 18.8 3,213

함경남도 79.9 18.7 0.0 1.2 0.0 0.1 0.5 0.0 20.0 4,290

강원도 85.6 14.1 0.0 0.5 0.0 0.0 0.0 0.0 14.4 2,062

자강도 89.8 9.0 0.0 0.2 0.0 0.8 0.3 0.1 9.4 1,826

평안북도 88.7 10.0 0.2 0.9 0.0 0.3 0.6 0.0 11.0 3,799

평안남도 88.0 9.8 0.2 0.7 0.0 0.1 1.7 0.4 11.3 5,545

황해북도 88.9 8.7 0.0 2.5 0.0 0.0 0.1 0.0 11.1 3,294

황해남도 81.3 16.5 0.2 0.7 0.0 0.1 0.8 0.6 17.8 3,278

평양 72.5 20.1 0.0 10.8 0.0 0.0 2.9 0.4 27.3 4,136

가구소득

하위 20% 85.9 13.5 0.0 0.2 0.0 0.1 0.4 0.2 13.8 6,491

중간 40% 86.2 11.9 0.2 1.0 0.0 0.1 0.8 0.1 13.4 12,981

상위 40% 78.8 16.9 0.0 4.9 0.0 0.1 1.8 0.3 20.9 12,983

   주: 적절한 물 처리 방법이란 ①, ②, ③, ④임.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150.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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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환경

1) 컴퓨터 및 인터넷 

요즘 영유아들은 휴대전화(스마트폰)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한다. 즉,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서 북한의 휴대전화, 인터넷 보급 등을 알아보고

자 한다. 그리고 만화,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시청도 하므로 전자제품의 

구비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22>을 보면, 북한 가정에는 라디오와 TV는 거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각각, 94.1%, 98.2%). 반면, 컴퓨터는 18.7%에 불과했으며 가정 

내 인터넷 연결은 1.4%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영유아들

은 인터넷 게임을 남한의 영유아들처럼 흔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의 소지 비율은 성인들(14~49세) 기준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69.0%). 집전화기(45.2%)

보다 휴대전화(69.0%)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지역별로 라디오, TV는 

차이가 없으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차이가 컸다. 도시는 휴대전화를 

80.4%가 갖고 있었지만, 농촌은 50.6%만 갖고 있었다. 컴퓨터도 도시 

25.2%,  농촌 8.3%로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은 지역, 행정구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다만, 평

양이 5.2%로 유독 높았다. 평양은 휴대전화 90.6%, 컴퓨터 37.7%로 북

한 전체 평균보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구소득별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가 컸다.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이러한 ICT 기기를 구비한 비율이 높았다. 부모 면담에서도 

중국과의 무역(밀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잘살았던 연구 참여자 2019-PF4

는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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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집에 핸드폰이 2개나 있었어요. 아이들도 쥐고(쓰고)(2019-PF4).

요컨대, 북한 영유아들은 가정 내 인터넷 보급이 거의 안 되어 있으므

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게임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컴퓨터가 있는 가정에서는 카드, 시디(CD) 등을 통해 아이들도 게

임을 즐긴다고 한다.

북한에서 컴퓨터로 게임 많이 했어요. 인터넷은 안 돼도 메모리, 카드, 씨

디알로 게임은 해요(2019-PF1).

〈표 3-22〉 북한 가정 내 ICT 구비 및 인터넷 사용 정도
(단위: %, 명)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31.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구분 라디오 TV 집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가구 수

전체 94.1 98.2 45.2 69.0 18.7 1.4 8,499

지역

도시 95.7 98.7 61.9 80.4 25.2 1.8 5,252

농촌 91.7 97.3 18.1 50.6 8.3 0.8 3,247

행정구역

양강도 89.9 97.8 38.9 59.9 15.9 0.6 262

함경북도 94.0 98.3 54.7 73.3 19.1 0.4 848

함경남도 97.6 98.4 43.2 70.0 15.9 0.4 1,118

강원도 95.1 97.4 35.7 75.6 17.0 1.0 535

자강도 95.0 96.4 39.5 71.6 21.2 3.0 474

평안북도 93.9 98.7 35.9 65.3 12.4 1.7 993

평안남도 92.2 98.2 44.6 67.0 19.1 0.4 1,461

황해북도 94.3 96.8 33.6 55.8 13.3 0.8 852

황해남도 89.9 97.9 23.2 52.7 9.5 0.4 835

평양 96.8 100.0 82.6 90.6 37.7 5.2 1,121

가구소득

하위 20% 86.4 95.8 11.7 36.4 39.9 4.6 1,690

중간 40% 94.3 97.8 32.3 66.1 72.1 11.0 3,410

상위 40% 98.1 99.4 77.3 91.2 96.0 35.0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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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화책·장난감

생애 초기는 뇌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뇌발달을 자극하도록 

돕는 양육자와 가정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장난감, 동화책, 그림책, 다

양한 놀이감이 구비되어 있는 환경은 중요하다. 다음 표를 통해 북한 영

유아들의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다. 가정에 3권 정도의 동화책이 있다는 응

답이 50.3%, 10권 이상은 2.3%에 그쳤다. 동화책, 그림책을 갖추고 있는 

가정은 북한에서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들이 가지고 노

는 장난감은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9.8%). 집에서 장난감을 직

접 만들어서 놀게 한다는 응답은 41.9%로 절반이 채 안 되었다. 

도시보다 농촌이 도서, 장난감 구비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동화책 3권 이상은 평양이 64.4%로 가장 많고, 양강도가 

35.2%로 가장 낮았다. 구매한 장난감 역시, 평양이 97.6%로 가장 많았

고, 평안북도가 78.2%로 가장 낮았다. 집에서 만든 장난감, 외부에 있는 

생활용품, 2개 이상 유형의 놀이감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이 가지

고 노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평양과 같은 도시에서는 장난감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에서는 구입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대체해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화책 등의 도서와 장난감을 구입하는 가정이 

많다. 부모면담에서도 가정 경제력에 따라 구비 정도가 달랐다. 2019-PF 

1, 2019-PF2는 사 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사례 4는 부족하지 않게 사줬

다고 했다.

장난감 1, 2개 정도 사 줬던 것 같아요. 여기 아이처럼 여유롭게 사 주지 

못해도 엄마들이 힘들게 벌어서 물총, 축구공 정도는 사 줘요. 그래도 자식

인데(2019-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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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서적은 보지 않았어요. 동화책이나 그림책도 없었

어요(2019-PF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애들한테 장난감, 동화책 많이 사 줬어요. 사업

이 망하기 전까지…(2019-PF4).

〈표 3-23〉 북한 가정 내 동화책, 장난감 구비 실태
(단위: %, 명)

구분

도서 다양한 놀이감들

영유아 수동화책
3권
이상

동화책
10권
이상

집에서 
만든 

장난감

구매한 
장난감

외부에 
있는 생활

용품7)

2개 이상 
유형의
놀이감

전체 50.3 2.3 41.9 89.8 39.6 59.4 2,275

지역

도시 50.5 3.2 40.4 91.6 36.5 56.9 1,361

농촌 43.1 1.0 44.6 87.2 44.1 63.1 914

행정구역

양강도 35.2 3.1 43.5 86.9 39.6 57.5 71

함경북도 62.1 1.4 52.9 95.5 62.3 76.9 221

함경남도 47.5 1.8 41.3 89.3 43.7 60.2 298

강원도 50.8 0.9 40.9 93.2 29.3 55.8 148

자강도 63.6 3.0 46.3 85.4 32.8 56.3 131

평안북도 40.7 0.5 18.5 78.2 29.1 35.5 264

평안남도 47.9 1.8 47.6 90.1 35.0 67.3 386

황해북도 47.1 2.1 41.3 90.4 52.3 67.8 242

황해남도 40.6 2.9 58.8 89.1 53.1 74.2 237

평양 64.4 6.3 31.9 97.6 19.3 39.9 278

가구소득

하위 20% 43.3 0.8 46.5 87.0 45.7 63.6 448

중간 40% 48.2 1.7 42.7 88.9 43.3 62.4 912

상위 40% 55.7 3.7 38.8 92.2 32.8 54.3 914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104.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7) 원문은 Household objects/objects found outsid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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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2010년에 채택된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체벌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으

나, 실생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기타 학대(감금, 가학적 행위 등)이 59.2%로 가장 많았고, 신체를 때리는 

체벌이 43.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꾸지람, 욕과 같은 비폭력적 학대도 

36.9%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 중복 응답 결과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

형으로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 체벌, 기타 폭력적 학대와 같이 학대 수위가 높은 체벌이 도시보

다는 농촌에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더 많이 가해지고 있었

다. 영유아만 추려서 봐도 전체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2세 영아에

게도 기타 폭력적 학대가 50.7%, 비폭력적 학대 38.7%, 신체 체벌 31.0%

로 아동학대가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3~4세의 체벌 비율은 영

아보다 더 높았다. 참고로 5세 미만은 주양육자가 응답한 결과이다. 

〈표 3-24〉 북한 가정의 1~4세 아동학대 실태
(단위: %, 명)

구분
비폭력적

학대
신체
체벌

(신체) 체벌 수위 기타 폭력적
학대

1~14세
아동 수경미 심각

전체 36.9 43.2 43.4 2.8 59.2 6,449

지역

도시 38.1 41.3 43.1 3.0 58.3 3,765

농촌 35.3 45.9 43.8 2.4 60.6 2,684

가구소득

하위 20% 35.6 46.7 44.1 4.1 60.5 1,395

중간 40% 33.1 47.8 45.1 2.6 63.0 2,554

상위 40% 41.6 36.6 41.3 2.2 54.7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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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5세 미만 영유아는 주양육자가 응답하고, 5세 이상 아동은 직접 응답함(UNICEF, 2018, 

p. 131).

       2) 원자료에는 5~9세, 10~14세 수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영유아에 국한해서 제시함.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 132.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표 3-25>은 북한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신체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집

계되었다. 앞서 살펴본 실제 체벌을 하는 응답 비율에 비해서 낮은 수치

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서 신체적 체

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구역별로는 신체적 체

벌이 필요하는 응답이 양강도에서 39.1%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평양은 

6.3%로 가장 적었다. 지역 간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북한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비폭력적

학대
신체
체벌

(신체) 체벌 수위 기타 폭력적
학대

1~14세
아동 수경미 심각

연령

1-2세 38.7 31.0 41.0 1.3 50.7 908

3-4세 35.9 37.7 53.0 2.9 60.4 914

구분 신체적 체벌은 필요하다 주양육자 수

전체 20.8 4,202

지역

도시 19.7 2,544

농촌 22.5 1,657

행정구역

양강도 39.1 130

함경북도 15.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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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133.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면담에서도 자녀가 잘못했으면 체벌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019-PF4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욕이나 체벌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체벌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 데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안 해요(2019-PF1).

북한 부모들은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죠. 잘못하면 때리죠. 깜깜할 때까지 

밖에 세워놓고(2019-PF3).

북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잘해요(욕을 잘 해요). 근데 저

는 험한 욕은 못해 봤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안 들어 봐서 할머니(친정

엄마)가 욕을 하면 애들이 인상이 굳어지고 섭섭해했어요. 남편이 사망하

고 맏이를 한 번 때렸고 여기 와서 한 번 때렸어요(2019-PF4).

구분 신체적 체벌은 필요하다 주양육자 수

함경남도 24.2 577

강원도 23.5 260

자강도 16.1 243

평안북도 21.7 479

평안남도 24.1 721

황해북도 26.1 411

황해남도 23.8 428

평양 6.3 539

가구소득

하위 20% 23.5 858

중간 40% 23.3 1,673

상위 40% 16.9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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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학 전 보육·교육

1) 기관 이용

북한의 유치원은 2년제(낮은반, 높은반)로 4, 5세 유아가 다니며, 탁아

소는 그보다 어린 영유아들이 젖먹이 시기부터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탁아소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지원이 거의 끊겨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나 다닐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면담조사에서도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비용부담으

로 다니지 못하고(2019-PF1, 2019-PF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

(2019-PF3, 2019-PF4)에서는 다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탁아소는 2년 정도 보내고 이후 친정엄마가 봐 주셨어요. 탁아소 보내니까 

꾸리기 사업이라 해서 내라고 조금씩 부담이 떨어져서 그것도 싫어서 안 

보냈어요. 탁아소 보내려면 계속 도시락 싸야 하고, 천기저귀도 챙겨 보내

야 하고. 일회용이 아니어서 다음 날 챙겨 보내려면 매일 빨아야 하고…

(2019-PF1). 

장사는 안 되는데 탁아소는 돈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키웠어

요. 그리고 탁아소 환경이 청결하지 않아서 보내지 않았어요. 탁아소는 걸

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탁아소를 다니려면 매달 7만 원 정

도는 내야 하는데 제가 공장다니면서 받은 월급이 5만 원이에요

(2019-PF2).

저희는 북한에서 잘 먹고 잘살았어요. 고난의 행군 때도 나는 옆에서 고난

의 행군을 하는 줄 몰랐어요.…두 애 모두 탁아소, 유치원을 돌 지나면서부

터 보냈어요. 도시락도 싸 가야 하고, 꾸리기 사업, 화목대를 내야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데라 입히고 신기고 먹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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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려운 가정에서는 비교가 되기도 해서 탁아소, 유치원에 애들을 못 보

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탁아소 못 보내는 집이 더 많았어요

(2019-PF3).

도시락, 기저귀 일체 챙겨서 보내야 했고 선생님은 하루종일 아이들을 그

저 돌볼 뿐이에요. 국을 끊여주는데 그런 부식물비를 냈고 선생님들한테 

조금씩 돈을 냈어요. 저희는 잘살아서 시설이 괜찮은 탁아소를 보냈지만, 

못 보내는 집이 많아요(2019-PF4).

<표 3-26>은 3-5세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으로 73.7%가 탁아소 또

는 유치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7명이 다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용률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취학 직전 6세 유아들은 거의 대

부분(92.6%)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

육이므로 이 같은 수치는 당연하다. 

지금까지 분석한 다양한 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지역별, 행정구역별, 가

구소득별 차이가 있었고 특히, 평양은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수치들

이 나타났다. 그러나 탁아소, 유치원의 이용 실태는 이러한 변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의 무상보육·교육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이 운영되는 원동력은 

국가가 아니라 경제력 있는 학부모의 후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NG2). 유치원도 경제력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이들 자녀는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받게 되는 구조

다(2019-PF3, 2019-PF4).

학부모 회의를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어요. 회의에서 부모들한테

서 화목비를 받아요. 학부모위원들과 연료 구입을 누가 어디서 할 지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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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해요. 유치원 학부모들도 층이 있잖아요(잘 살고 못 사는 집이 있잖아

요). 보통 학부모위원장이 제일 많이 내요. 전체 비용에서 절반은 학부모위

원장이 내는 거예요. 위원장은 저도(교원도) 먹여 살려야 해요. 배급이 없

으니까 선생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학부모위원장이 위원들과 같이 중국돈

으로 2000원 정도 걷어서 줘요. 무조건 걷는 거죠(2019-NG2). 

선생이 요구하는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내는 애를 더 예뻐해요. 그러니까 

더 갖다 바쳐요. 선생이 쪽지에 써 보내요. ○○ 어머니 제가 지금 어려운

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중국돈 200원 정도 줘요. 그 선생한

테 제 새끼 맡기니까 돈을 주면 그냥 내 새끼 예뻐하니까요. 유치원 공연할 

때 앞에다 (내 애를) 세워요. 애들의 위치가 부모가 선생한테 바친 돈의 위

치에요(2019-PF3).

같은 학급 엄마들이 모여서 돈을 거둬서 한 달에 얼마씩 선생님한테 드리

자 해서 드렸어요(2019-PF4). 

한편, <표 3-26>에서 소학교나 유치원 어디에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

이 2.9%로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그리고 가구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치가 높았다. 의무교육

단계라 하지만, 유치원이 실제 학부모의 지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취

약계층의 유아들이 교육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큰애 때(2000년 초)는 유치원은 다 보냈으나 작은 애는 안 보내는 집이 더 

많았어요. 유치원 높은반이 의무교육이라 선생은 부모한테 보내라고 하지

만 능력이 안 돼서 못 보내요. 도시락도 싸야 하고 옷을 갖춰 입혀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 내야 할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요. 유치원에서 우

리말, 셈세기를 배우는데 소학교에 가면 유치원 다닌 애하고 안 다닌 애하

고 확 차이가 나요(2019-P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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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시기 이전(큰아이) 이후(작은아이) 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됐죠. 옛날보다 돈을 더 내야만이 운

영이 되니까 못 사는 집은 유치원 못 보내요(2019-PF4). 

〈표 3-26> 북한 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단위: %, 명)

구분

3-5세 유아 6세(소학교 취학 직전) 유아

탁아소, 
유치원

생후 36~59
개월 유아 수

유치원 소학교
아무데도 
안 다님

6세 유아 수

전체 73.7 913 92.6 4.5 2.9 450

지역

도시 72.8 467 94.6 3.3 2.1 283

농촌 72.6 446 90.5 5.8 3.7 166

행정구역

양강도 64.9 28 (93.7) (2.1) (4.2) 15

함경북도 53.3 90 (95.9) (4.1) (0.0) 48

함경남도 67.5 119 71.5 20.8 7.6 70

강원도 68.7 60 (92.8) (0.0) (7.2) 27

자강도 88.1 52 (92.8) (4.8) (2.4) 23

평안북도 77.8 106 (88.7) (2.2) (9.0) 52

평안남도 77.8 156 (100.0) (0.0) (0.0) 81

황해북도 70.1 97 (100.0) (0.0) (0.0) 38

황해남도 76.9 94 (100.0) (0.0) (0.0) 42

평양 77.7 112 (97.6) (2.4) (0.0) 55

가구소득

하위 20% 75.1 182 91.3 3.9 4.8 95

중간 40% 70.4 380 93.1 4.4 2.5 168

상위 40% 74.0 351 92.7 4.9 2.3 188

   주:  ( ) 사례수가 25-49개 미만인 경우.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110, p.111. 표를 재구성.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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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무상교육의무제도는 흔들릴 수 있다. 북한 공무원은 면담에서 아직까지

는 북한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제도를 표면상 유지하고 있지만, 점

차 국가배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앞서 고찰

한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6조의 개정(<표 3-1> 참조) 취지를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못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정책은 북한에는 없다. 배급제도, 무상치료, 무상

교육제도가 명문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못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있

을 수 없다. 아직까지 제도상 북한은 평등사회이다. 앞으로는 국가배급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 같다. 지금은 과도기라 볼 수 있

다(2019-NG1). 

2) 사교육

북한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다(박영자 외, 2018, p. 35). 이들 가정의 사교육은 취학 

전부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연구 참여자 2019-PF3,  

2019-PF4는 자녀교육을 위해 일찍부터 사교육을 했고 지역의 최고 학교

를 보내기 위해 개인교습(과외)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큰애는 5살부터 기타를 개인강사한테 배워줬어요. 한 달에 150원(중국돈)

씩 내고 배워줬어요. 기타보다 작은 애를 제가 강사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 

오고 했어요. 작은 애는 평양 음악무용대학 부속유치원을 혼자 1년 보냈어

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작은 애는 피아노, 노래를 잘해요(2019-P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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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가 다닌 수재학교는 북한에서 엄청 센 학교에요. OO시에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집 자녀들이 다 가요. 아이들의 전망을 위해

서 보내는 거예요. 애들 다 과외시키거든요. 인공 수재들이에요. 머리가 비상

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다 가는 거예요. 저도 큰애는 

엄청 과외를 시켰거든요. 수학, 영어, 아코디언, 소해금 다 과외를 시켰어

요. 과목당 한 달에 인민폐(중국돈) 100원, 200원씩 냈어요(2019-PF4).

마. 남북한 영유아 기본 생활시간 비교

2017 MICS 보고서에는 북한 영유아의 수면시간, 놀이시간,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 시간과 같은 일상 기본 생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

다. 데이터의 양이 부족해 남북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기란 불가능

하다. 여기서는 남한 영유아의 관련 자료는 「2015 한국아동패널」을 주로 

활용하고, 북한 영유아는 면담조사 내용을 가지고 거칠지만, 비교 정리하

고자 한다.

1) 수면

북한 영유아들은 대체로 일찍 일어난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

가 직장을 출근하면서 탁아소, 유치원에 데려다주는데 도보로 가야 해서 

오전 7시 이전에는 기상한다(2019-PF1, 2019-PF2, 2019-PF3, 

2019-PF4). 또한,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북한 영유아들은 오후 9시

에서 10시 정도에 잔다.

북한에서 아이들은 보통 6시에는 일어나야 해요. 아빠, 엄마가 모두 출근

하고 유치원, 학교를 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요. 잠은 10시, 11시에 자

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8시에 자기도 해요(2019-P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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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남한의 영유아들은 기상시간이 평균 오전 7시 39분(이정림 

외, 2015, p. 19)으로 북한 아이들과 비교해서 늦게 일어나는 편이다. 잠

자리에 드는 시간은 평균 오후 9시 51분으로 북한 아이들보다 조금 늦다. 

남한 아이들과 비교해서 북한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짐작된

다. 한국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서양보다 1시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서도 30분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양중, 2016). 

2) 식사

기상시간이 이르므로 아침도 일찍 먹는다. 탁아소, 유치원의 등원시간

에 맞춰 아침은 오전 7시쯤 일찍 먹는다. 탁아소, 유치원의 등원시간은 대

개 아침 8시 이후다. 점심은 유치원에서 낮 12시~1시경에 먹으며 저녁은 

오후 6시~7시경에 주로 먹는다(2019-IM1, 2019-IF1, 2019-IF2, 

2019-IM1). 북한 사람들은 세끼를 다 먹으며 점심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같이 식사한다. 북한은 2015년 이후에는 하루 세끼 식사가 가능해졌으며 

고기 섭취도 자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영자 외, 2018, p. 188).

남한의 영유아들은 아침에 가족과 같이 매일 식사를 하는 비율이 

70.7%로 북한에 비해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것으로 짐작된다. 아침 

식사를 거의 안 먹는 영유아도 3.6%로 보고되었다(이정림 외, 2015, p. 

93). 점심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1시~낮 12시경에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오후 7시경에 먹는 패턴은 북한과 유사하다. 

남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간식을 대개 오전, 오후 2회 정도 제공하지

만, 북한의 탁아소, 유치원은 간식 제공이 안 되고 있다. 현재 간식은 일 

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정도에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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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간식은 일 년에 세 번, 1월 8일(김정은 생일), 2월 16일(김정일 

생일), 4월 15일(김일성 생일) 유치원 아이들에게 사탕 같은 먹을 것을 줘

요(2019-PF1).

3) TV, 컴퓨터 이용 시간

앞서 고찰했듯이 북한도 TV와 컴퓨터 보급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형편에 따라 전기 공급을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기 같은 기기를 살 만한 형편이 되는 가정에서는 전기를 쓸 수 있고

(2019-NG2, 2019-PF1, 2019-PF2), 그렇지 못한 가정은 평상시 TV 

시청은 거의 못하고 전기가 공급되는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잠깐 시청이 

가능하다(2019-PF3). 평상시에 TV를 볼 수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도 하

루에 2시간 이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체제 보안 등을 이유로 국외와의 인터넷 연결망을 제한하

고 있으며 개인집의 전화선은 아직까지 구리로 되어 있는(박영자 외, 

2018, p. 28) 실정이다. 개인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컴퓨

터 게임의 제한은 있으나, 북한 영유아 특히, 남자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2019-PF4). 

한국 오기 전에 2013년도에 중국산 태양광 발전기를 제가 샀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했어요. 그래도 북한에서 저녁마다 애들한테 불 끄라고 싸

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쓰려면 불을 꺼라 계속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전기 걱정 없고, 도시가스 전자레인지를 쓰는 거예요

(2019-NG2). 

평일에는 TV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휴일에는 5시간에서 6시간 봤어

요. 컴퓨터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 했어요(2019-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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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봤어요(2019-PF2).

북한에서도 남자아이니까 컴퓨터 게임은 많이 했어요. 북한도 최근 게임

장(PC방)이 생겼어요. 인터넷은 안 돼요(2019-PF4).

이에 비해 남한 영유아들은 TV, 컴퓨터의 접근은 원활한 환경이다. 지

난 1주일 동안 TV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이정림 외, 2015, 

p. 98)에 불과하다. 요즘에는 남한 영유아들에게 컴퓨터보다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이며 처음 

이용한 시기는 평균 2.27세(이정림, 2014, p. 1)로 매우 빠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남한의 영유아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할 정도이다. 앞서 고

찰했듯이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은 지역별, 소득별 차이가 크고 영유아들

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휴대전화 게임은 남북 영유아가 경험하는 미디어 문화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격차가 크다고 하겠다.

4) 놀이 및 사교육

북한은 학원이 없고, 사교육도 경제력이 있는 일부 가정에서 하므로 대

부분의 영유아들은 또래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라

인스케이트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어요. 학교에서 오면 저녁에 해질 때까

지 놀곤 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많이 놀았죠(2019-PF1).

동네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았어요.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저녁에 나와서 인라인 타는 아이들이 새까맣게 많아요(2019-PF4).



174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2016년 조사(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2016)에서 2세 영아의 

35.5%, 5세 유아의 83.5%가 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영

유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와서도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래와 노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남북한 부모 모두 자식 교육열은 매우 강렬하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북

한도 교육을 통한 성공 욕구가 강하다. 북한 학부모들이 탁아소, 유치원 

교사에게 돈을 내는 이유가 “내 아이를 잘 봐 달라”이다. 다만, 남한은 사

교육을 통해 남보다 앞선 교육으로 성공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북한

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북한에서도 일부 

가정에서는 개인교습 등의 과외가 성행하지만, 남한처럼 과도한(?) 선행

학습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돈 있는 사람이 과외를 하지만 한국처럼 이 정도 선행학습은 안 해요. 북한

에서는 무조건 뛰어놀게 하고 수업시간에 딱 수업하고, 과외는 과외대로 

하고. 그거는 북한이 (남한보다) 좋은 거 같아요. 애들한테 활력소가 주어

지죠(2019-NG2).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법률상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즉 명문화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 여부는 이

를 비준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195개국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별도

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아동권리의 

평가라 할 수 있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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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북한 아동·청소년 권리 상황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 1년 앞선 1990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

리협약 비준국은 매 5년마다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 상황을 담은 국가보

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 역시 UNCRC 비준국

으로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의 보고서는 5차 보고

서로 2008-2015년의 아동인권 상황을 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민간이 제출한 대안보고서(alternative re-

port)를 종합하여 아동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

항을 참고하여 북한 아동·청소년 권리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한
Republic of Korea

서명 1990. 8. 23. 서명 1990. 9. 25.

비준 1990. 9. 21. 비준 1991. 11. 20.

제1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1992. 10. 20.

제1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1993. 12. 19.

제출 1996. 2. 13. 제출 1994. 11. 17.

심의 1998. 5. 20~22. 심의 1996. 1. 18.~19.

최종 견해 공표 1998. 6. 24. 최종 견해 공표 1996. 2. 13.

제2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1997. 10. 20.

제2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1998. 12. 19.

제출 2002. 5. 16. 제출 2000. 5. 1.

심의 2004. 6. 1. 심의 2003. 1. 15.~1. 31.

최종 견해 공표 2004. 7. 1. 최종 견해 공표 2003. 3. 18.

〈표 3-27〉 북한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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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북한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 상황”. 

http://incrc.org/column/?mod=document&uid=8에서 2019. 10. 7. 인출.

   주: 저자가 해당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음 (대한민국 5-6차 보고서 제출, 

심의, 최종견해 공표 등).

1) 아동·청소년의 교육 관련 권리(UNCRC 제28조, 제29조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에 있어 지역 간 편차, 노동력 동원 문제, 

배경에 의한 차별 문제, 교육비 부담과 그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학교가 부족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노동을 요구하지 말

고, 학교에서 아동의 배경과 정치적 견해로 차별하지 말고, 학교에서 금

품이나 물품 등을 요구하지 말고,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에서 

학대하거나 처벌을 하지 말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다.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한
Republic of Korea

제3-
4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2007. 10. 20.

제3-
4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2008. 12. 19.

제출 2007. 12. 10. 제출 2009. 5. 22.

심의 2009. 1. 23. 심의 2011. 9. 21.

최종 견해 공표 2009. 3. 26. 최종 견해 공표 2012. 2. 2.

제5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2012. 10. 20.

제5-
6차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 2017. 6. 19.

제출 2016. 5. 13. 제출 2017. 12. 27.

심의 2017. 9. 20. 심의 2019. 9. 18.~19.

최종 견해 공표 2017. 10. 23. 최종 견해 공표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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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8. b. 보건, 교육 및 사회 부문 예산할당을 적절한 수준까지 실질적으로 늘려, 도시와 농촌지

역 간 공평한 분배를 보장할 것;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1년에 보통교육법을, 2012년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집행정령

을, 2014년에 교육전략(2015-2032)을 채택한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속 일

관되게 보고되는 다음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때로는 한 번에 1개월씩가량 농업과 건설에 대규모 동원되고, 교사들을 위해 경작이나 

장작 운반으로 오후를 보내게 하는 등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 

     b. 학생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이것이 아동이 다

닐 수 있는 학교, 교육 형태 및 그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대우를 좌우하는 문제; 

     c.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물품이나 돈으로 비공식적 부과금 부담을 지우고, 특히 빈곤가정 

아동들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학교에 나가지 않는 문제; 

     d. 경제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대규모 동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교사가 아동을 언

어적·신체적으로 벌을 주고 차별하는 문제; 

     e. 경제적 곤란이나 부모가 아픈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의 수; 

     f. 학교기반시설과 교육자재의 유지·투자 자원이 특히 평양 밖 지역들에서는 계속 부족한 

문제. 

46.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01) 및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세부 목표 4와 관

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구한다: 

     a. 아동에게 학습과정, 휴식 및 여가와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

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것; 

     b. 교육종사자가 수업권 교육 형태와 , 처우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견해를 이

유로 아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c. 학교에서 수업료, 식량, 물품 형태로 기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

할 것; 

     d. 교사가 학생을 학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실제로 체벌이 금지되도록, 아동의 신체적·정

신적 온전함을 존중하지 않는 교원을 조사하고 규율하기 위해 학교 모니터링 체계를 신

속히 강화할 것; 

     e.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할 것; 

     f. 각자의 흥미에 따라 교과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 여아와 남

아 사이의 성평등을 증진할 것; 

〈표 3-28〉 아동·청소년의 교육 관련 권리(UNCRC 제28조,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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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CRC/C/PRK/CO/5.국제아동인권센터 (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5차 정기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https://drive.google.com/open?id=1CWR86pGax8Sn23VVAN3H6uVEcqDdrAre에서 

2019. 6.1.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 있

어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모니터링하고, 비폭력적 형태

의 훈육 방법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학대

의 범죄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사례 조사 및 포괄적 근절 정책 시행,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등에 대해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g. 특히 농촌과 외딴 지역에서, 교육의 질과 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 

     h. 총체적 방법으로 아동의 역량강화와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 포용성 및 젠더 감

수성,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건전한 보호환경 조성 원칙에 따라 아

동친화적 학교를 증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I.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습결과에 대한 정보

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j. 위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에 기술협력을 구할 것. 

47. 위원회는 사상 주입에 중점을 둔 학습교재와 교육과정의 광범위한 정치화를 우려한다.

48.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01)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교과과정

과 학습교재들에 표준학문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협약 제29조 제1항 

(d)에 따라 교육은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이해, 평화 관용과 우호의 정신으로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연

령대의 아동들이 평화교육 과정에서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강조하

고, 이와 관련하여 유니세프와 유네스코로부터 기술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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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27. a. 집, 아동관련 시설 및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구금시설 등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법 제정을 즉시 검토할 것; 

      b. 모든 교육시설에서 체벌 금지를 엄격히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것; 

      c. 체벌은 15-17세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교양” 처분 수단이 될 수 없고, 18세 

미만 아동은 형법상 체벌을 포함하거나 체벌에 해당할 수 있는 성인 대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d. 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비폭력적, 참여적인 형태의 자녀양육 및 훈

육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

28. a. 누구에 의해서이건, 남아(男兒)를 포함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를 범죄로 규정

하는 법률을 검토할 것; 

      b.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국경지역 생활시설 내 아동의 상황을 진단하는 즉각

적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시설 아동들에 대한 성적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를 조사·기소·처벌할 것; 

      c. 폭력의 성별(gender) 측면에 유의하여 폭력의 정도, 원인, 특성을 사정할 수 있도록 아

동폭력, 학대 및 방임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실시하고, 성매매 및 성착취와 관련하여 

여아(女兒)에 대한 성적학대 사례를 조사할 것; 

      d.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

한 포괄적 전략을 마련할 것; 

      e. 폭력 근절 조치를 개발하는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 

      f.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사례의 모니터링, 보고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g. 아동 피해자들을 적절히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훈련을 강화할 것; 

      h.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기타 관련 유엔기구와 협력을 모색할 것.

〈표 3-29〉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안전에 대한 권리(UNCRC 제19조, 제37조 관련)

자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CRC/C/PRK/CO/5.국제아동인권센터 (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5차 정기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https://drive.google.com/open?id=1CWR86pGax8Sn23VVAN3H6uVEcqDdrAre에서 

2019. 6.1.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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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을 요구받고 있

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나 과제 차원에서 장

기간의 과도한 노동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18세 미만 연

소근로자의 위험 업종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교육적 차원의 과제로서의 

노동을 부여받지 않으며, 이러한 부과된 노동이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

기구(ILO)가 제시하는 최저연령과 노동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54. 국내법이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1년에 3주간 “학교실습” 참석만 필요할 뿐 아동노동이 폐

지되었다고 밝힌 당사국 입장에 주목하지만, 위원회는 아동이 교육, 육체적·정신적 발달

과 안녕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는 정보에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당사국의 노동법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 

     b. 아동들에게 하루의 상당 시간 농장 및 광산 자원봉사가 요구되고, 숲에서 나무를 모으

고, 이웃과 지역마을에서 잡초를 뽑으며, 철도 수리와 동상 청소, 산림조성 계획과 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데(‘경제적 과제’라고 언급되는) 이런 일들은 교육, 건강, 

휴식, 여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돈을 내면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 

     c. 아이들이 하루의 긴 시간,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떨어져 대규모 농사 동원에 

참여하도록 요구받는 문제; 

     d. 16-17세 아동들을 돌격대(군대식 건설 청년 여단)로 받아들여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

과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게 하고, 추가적인 학업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

55.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61항을 상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세부목표 8.7을 고려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부문이든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에 18세 미만 아동 고용을 명시적

으로 금지하도록 노동 및 아동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b. 아동이 교육의 일환으로 ‘경제적 과제’를 요구받지 않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상황과 관

<표 3-30>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UNCRC 제32조, 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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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CRC/C/PRK/CO/5. 국제아동인권센터(번역). 

마지막으로 적절한 생활을 누리는 데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하므로 취약

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8. c. 사회적 배려 조치가 필요한 불우하거나 취약한 상황의 아동을 위한 예산항목을 정하고, 

경제적 자원 부족, 자연재해 또는 기타 긴급 상황에서도 그러한 예산항목을 지킬 것.

44. 위원회는 당사국의 물, 위생, 영양을 통합하기 위한 2016년 부문 간 계획을 환영한다. 지

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세부목표 6.2에 주목하며, 당사국이 물, 위생, 영양에 대한 개입을 

우선하고, 중력 공급식 급수시스템 기술과 사용에 관한 남반구(south-south) 학습교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사람들의 생계 기회를 증진하고 촉진할 것을 권고

한다.

<표 3-31> 아동·청소년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관련(UNCRC 제26조, 

제27조 관련) 

자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CRC/C/PRK/CO/5. 국제아동인권센터 (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5차 정기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https://drive.google.com/open?id=1CWR86pGax8Sn23VVAN3H6uVEcqDdrAre에서 

2019. 6.1.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c. 아동이 대규모 농사 동원에 참여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

동에 대해서도 최저연령과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 

     d. 18세 미만 아동을 돌격대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

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것; 

     e.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호(1999)와 제138호(1973) 비준을 염두에 두고 국제노

동기구(ILO) 가입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프로그램에 

기술지원을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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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사회에서는 아동권리보장에서의 법률과 실제 간의 괴리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계층의 차이에 따른 권리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기구의 

데이터와 아동·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기초보건 등 생존에 대한 권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 내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생존에 대

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초적인 보

건의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1) 기초보건 등 생존에 대한 권리: 본인 경험, 인식, 느낌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다. 

연구 참여자에게 먼저 북한에서 의료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는지, 무상의

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북한의 의료상황이 낙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의료에 대한 자원을 부족하게 하고, 부족한 자원

을 누구나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시설의 상태, 의

료서비스의 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의

료서비스를 받지 못해했거나 제한적으로만 받아봤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의 어린이뿐 아니라, 학생들뿐 아니라,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

상교육, 무상치료? 그 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

다(2019-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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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기서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병원 자체가 시설로 되어 있는 게 노

후되어 있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게 안됐던 것 같아요. 아프고 이

러면은 다른 개인이 하는 침놓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

서 침을 맞거나 하는거지. 어디 아프거나 배 아프고 다치거나 이러면은 병

원을 가봤자 의사가 없어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부모님들이 다

른데 데리고 가서. 침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탈이 나거나 그러면 그쪽으

로 갔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2019-CM1). 

낙후된 기초보건체계는 학교 내부와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서비스 이용

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의 양호실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남한은 학교에서) 씻고, 체육 끝나고 나서 손도 씻을 수 있고, 하다가 막 

화장실 급하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되게 액티브한 활동을 하다가 다

쳤으면 바로 보건실 갈 수 있고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의무실이라고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안

에 있는 게 없어요(2019-CF1).

원칙적으로 무상의료체계를 표방하지만 기초보건을 위한 한정된 자원

은 배분의 문제를 낳는다. 의료 자원의 배분은 건강 상태와 치료의 시급

성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북한 내의 신분과 권력 등에 의해 이루

어질 수도 있다. 혹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무상의료 원칙을 왜곡시킬 수 있다. 

큰 병원 한두 개 정도? 두 개까지도 많은 것 같고 그냥 하나 정도. 그것도 

일반인은 거의 활용 못해요. (중략) 돈 없는 사람은 이용 못하는 거예요

(2019-C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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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인데 병원에 가서 내가 주사약을 챙겨 가면 꽂아 주는 건 해줘요.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약 뭐 이런 약을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에 나오는 약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그거는 뭔가 좀 병원장한테, 큰 병원 병원장한테 잘 안다거나 그러

면 약을 받을 수 있는 의뢰서 같은걸 떼 주면 그걸 가져가서 받을 수 있는

데… (중략)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사죠(2019-CF3).

기초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고, 긴급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

한 것도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응급의료체계인 119나 앰뷸

런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응급상황에서도 본인이 병원에 직

접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19는) 없어요. 아프면 알아서 가야돼요(2019-CF1).

병원으로 가든, 그 도시, 도시라고, 도시는 좀 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 있잖아요. 보건소 같이 시골에 그런 식으로 이런데 아프면 알아서 찾

아가야 돼요(2019-CF1).

(119는)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2019-CF2).

임신을 해도 119 차가 안 옵니다. 북한에서는. 급해도. 무조건 자기가 차

를 구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2019-CM2).

우리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

서 성장했기 때문에 북한 전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평양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한 참여자들이 공

통적으로 낙후된 기초보건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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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보편적인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아동권리보장법은 건강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무상

의료를 통한 건강서비스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

라난 참여자들에게 북한 사회에서 아동이 기초보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거는 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었고요, 권리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

었어요(2019-CF1).

이번 면접조사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이 가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북한 사회에서 법령으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다

수였다.

법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생활이 가난하고, 많이 

가난하고 거의 연명, 연명의 문제까지 그럴 정도면 그게 좀 그것도 약간 여

기로 말하면 기부 같은 그런 개념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법령, 일단은 저는 권리법령 같은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북한은 권리법령, 법령은 당연히 상위 몇 프로밖에 모를 거예요. (중략) 권

리 같은 것도 뭐 법령이 있고 이런 거를 알아야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권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다니까

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맨날 순응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2019-CF1).

연구자는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는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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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예 치료가 안 됩니다(2019-CM2).

없어요. 나라에서 뭐 안 해 줘요(2019-CF3).

한 명의 참여자는 북한에서 개인이 기초보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

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타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본

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기초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도 자신의 집안이 군과 관련이 있어 남들과 

다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2019-CF2).

지금까지의 인터뷰 결과로 미루어볼 때 아동권리보장법상 무상의료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상황상 의료자원이 부

족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5명 중 4명의 참여자는 북한에서 아동이 기

초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고, 한 명은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2) 폭력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권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 내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이다. 이는 성인의 폭력(가정폭력이

나 학대) 혹은 동년배의 폭력(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착취(아

동노동)로부터의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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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정도가 남한보다 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용인

되는 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라. 거기는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매로 키우는 거를 뭔가 이렇게 잘… 너 학교가 이랬는데 

학교를 안 갔다, 뭐 세 번 이상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 때렸잖아요. 그걸 그렇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2019-CF3).

그거는 봤죠, 그런 건. 교육차원에서라거나, 니가 똑바로 못하니까,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하면 너 굶어서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교육차원에서 부모들

은 많이 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때리는 가정폭력

의 그런… (2019-CF1).

그거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엄한 집은 진짜 정말 막

말로 개 패듯이 맞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2019-CM1).

한 참여자는 북한의 사회변화가 느려서 과거의 남한과 같이 부모가 거

칠고 폭력적인 훈육방식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 사회에서도 폭력

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고 보았다. 

한편, 현재 폭력이 부모의 성향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공적체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동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공적전달체계가 없다면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순전히 운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북한사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적



188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인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문

제에 대해 개입할 국가기구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동은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

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어린애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건 이제 알아서 스스로 보호해

야 되고, 가정에서 알아서 지켜야 되고…(2019-CF1).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게 있습니다. 보호하는 단체도 있어요 북한에도. 있

는데 그게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CM2).

112 자체가 없어요(2019-CF3).

전화도 흔하지 않으니까 부를 수가 없고…(2019-CF2).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에서의 아동보호체계는 존재하지 않

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도 미발달하여 

여전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동을 때리는 일은 흔히 발생하며, 중학교로 가면 이러한 폭력은 더 심

해진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체벌을 받

지는 않는다고 했다. 흔히 말해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

은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지 않고, 힘이 없는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거기는 체벌 있죠. 체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일방적으로 맞

았던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뭐 떠들거나 한다면은 기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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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봉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되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2019-CM1). 

가정생활이 괜찮은 애들은 안 때렸어요. 눈치 봐가면서 공부를 너무 못하

거나 말을 너무 안 듣거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딜 가나 말괄량이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맞고, 체면 좀 괜찮고 좀 있는 집안 애들은 안 

때려요(2019-CF1).

학교에서의 동급생 간의 폭력이 남한에 비해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

다. 이들은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 남한에 내려와 비슷한 연령대의 학교

를 경험했는데, 남한에서의 학생들 간의 싸움이나 폭력에 비해 북한에서

의 싸움이나 폭력의 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문제는 북한에는 폭력의 피

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나 지원, 회복 등의 체계가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은 집단에서 관리

를 하기 때문에 뭘 훔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훔치지도 못하

고 뭐 캐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한 번 피터지게 

서로 싸우더라고요. 돌 던지고 막 그런 적은 있는데 그런 걸 말려요. 사람

들이 서로 가서 너네 하지 마라 이러고. 뭐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

리고 떼어 놓고, 맞은 애는 가서 치료해 주고 이런 건 있어도 서로 막 어디 

가서 나 맞았다고 경찰서에 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2019-CF3).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보안관이, 학교 보안관이 없습니다. 아예, 

학교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녁 경비만 이렇게 서는데. (폭력이) 상당히 좀 

많아요(2019-CM2).

보위부에서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도둑 들어도 신경을 안 쓰고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보위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보위부는 정치적으로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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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정치적인 일이 아니면 간섭 안 해요. 그래서 국민

의 지팡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정치의 지팡이 정도? (2019-CF3).

아동노동의 문제는 아동이 작업장 속에서 부상과 장애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학교가 아닌 노동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

는 것에도 있다. 노동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이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에는 북한의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북한에서 아동노동과 관련

한 경험을 들어보았다.  

제가 했으니까. 노동을 했으니까. 안 하는 학교가 있나? (중략) 법령이라도 

그렇게 되어있어야죠.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법령이 지켜지는 경우는 없

죠. 그래서 학교를 일찍 마치고 나서 시키는 거죠. 왜냐면 학교는 끝났으니

까 오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샛별에 있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시골로. 시골

에 아마 경험이 더 많을 거예요. 끝나고 담임선생님 밭에 가서 일하고 물주

고, 학교 토끼들 키우고 이래요. 동물들 키우고 이제 그런 거 밥 주면 토끼

풀 뜯어다 줘야 되고 계속, 물 줘야 되고, 화분 같은 경우도 엄청 덥잖아요. 

그때도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물 양동이 들고 화단 가꾸고 그랬던 기억이 나

요(2019-CF1).

어린이가 (노동을) 한다, 이러면 밖에서 그냥 이렇게 옛날에 막 일제강점기 

시대 보면 뭐 이렇게 담뱃갑 내고 팔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부모가 없고 

내가 먹고살아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가서 보면 

그런 애들도 많아요. 아이스크림 팔고…(2019-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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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아동노동 상황은 과거 서구

에서 자행되어 왔던 아동의 공장노동과는 차이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학

교에서 교육과 봉사의 차원으로 단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이 빈

곤하면 교육이 아닌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

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

현시킬 수 있는지이다. 참여자들은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아

동노동으로 본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정이 없는 아동들은 이러한 보호에서 더 취약할 수 있어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요. 노동은 100% 아니라고 하는 

게 일단 그 꽃제비라고 하는 애들이 다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는 

애들 빼고. 가정이 있는 애들은 모르겠는데(2019-CF2).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하는 이유가 고아원이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데리

고 다니면서 일시키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하거나 다 그런 일을 시

켜요(2019-CF2).

그게 정부로 흘러가는 쌀 그런 농사를 짓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건 없

어요(2019-CF3).

참여자들의 증언을 볼 때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 법상 명시되어 있는 조항

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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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및 여가 등 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권리보장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는 무상교육에 대한 조항에 잘 나

타나 있다. 아동권리의 상당부분이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북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무상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배움에 대

한 권리로 볼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해 개인의 발달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사

회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남한 사회에서 여가에 대한 권리(놀 권리)에 대한 강조가 이루

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여가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유니세프의 MICS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 등록과 출석이 어떻게 진

행되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고 등교하지 않거나 빈곤으로 인

해 학교 밖에서 집안일을 돕는 사례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게 그거 이제 학교에 출석은 무조건 합니다. 애들이. 아침에 나와서 출석

표, 출석 선생님이 출석표를 불러요. 예,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없어져요 애

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략) 근데 배고프고 굶주리면 학교에 나갈 수

가 없습니다(2019-CM2).

그런 애들은 선생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뭘 주고? 대가성을 주고? 조

용히 봐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검사 내려올 때, 출석체크를 해야 되는 

날? 나가서 출석체크를 하죠. 가끔씩 출석체크를 하고 오는데? 수업은 안 

하고 (2019-C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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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10~20%의 아동들은 출

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경험에서는 빈곤 가정의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출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위에서 말한 아동노동의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기도 하였다. 외부에서 하는 노동이 강제노동이 아니더라

도 빈곤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 밖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

동이 시장에서 상품화(commod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초

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부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나뉘어요. 거기는 대부분 다 장사를 

하다보니까 아예 정말 먹고살기 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서 학교를 못 나오고, 뭐 땔감을 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 하러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어릴 

때부터 나는 장사를 할 거야 그래 가지고 한 열서너 살인데 장사를 하고, 

그때부터 막 중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물건 팔고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2019-CF2).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

(mobility)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북한 사회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보다 나은 지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참여자들

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북한을 신분사회 혹은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앞서 

이야기한 출신성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한 참여자는 북한에서는 영

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벽을 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명문 대학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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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는 것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명문 대학에 입학할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고 하였다. 이는 참여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집안이 돼야 대학교를 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가니까, 대학교를 갈 

생각도 별로 안하고 대학 졸업해도 뭐 다 먹고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의

대에 졸업했는데 먹고살아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다녀서 

배급 먹고는 못 살잖아요. 절대 못 살죠 (2019-CF2).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이 실제 제도의 문제인지,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

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기회가 좀처럼 

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그 대학교 갈 수 있는 인원수를 받아 가는데, 내가 실력이 아무

리 돼도, 날고 긴다는 애들이 전국에서 오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양에 가서 중앙당에 가서 빽이 있으면 중앙당에 가서 내가 어느 대학교

를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점수를 보죠. 날고 긴다는 애들 다 

오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봐가지고 아, 너는 어느 대학까지는 되

겠다 어느 대학까지는 되겠다 해가지고 뭐, 미리 이름을 다 받아오는 거예

요(2019-CF3).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하지만 배경이 좋다던가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2019-CM1). 

직접적으로 남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가 고교와 대학 졸

업 이후 진로의 범위와 기회가 더 풍부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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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한 사회는 모두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려운 사회라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개천에서 용 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2019-CF1).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아요(2019-CF2).

불가해요(2019-CF3).

이는 북한 사회가 교육을 통한 인간발달과 역량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성취로 연결되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추후 남북한 교류뿐만 아니라 두 사회의 통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은 역량 발달과는 관련이 있지만, 여가와도 관련이 있다. 지나친 

학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시간을 빼앗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

는 학업부담으로 인한 지나친 스트레스와 여가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북한의 아동·청소년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냥 어디서나 놀고. 근데 보통 어린이들이 뭐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니까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끝나고 와서 가방 놓고 만나자, 이래 가지고 동네에

서 놀거나, 거기도 유치원 같은 게 있으니까 유치원 앞에는 일단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든가(2019-CF1).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은 남한 사회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대

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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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학업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

단 졸업하면 일하거나,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분위기니까 대학을 가거나 

뭐 내가 이렇게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냥 졸업하면 되는, 졸업만 하면 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졸업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좀 이렇게 빈곤한 층에서는 그거는 입시경쟁은 치열한 건 상위 

2%에서 치열해요. 거기서는 완전 여기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남이랑 

비슷할 거예요(2019-CF1).

아니 스트레스는 있는데, 학원 가라 이러는 건 없고 그냥 개인교습은 있어

요.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2019-CF2).

학업스트레스보다는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동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적 아동들의 삶

의 질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스트레스가 북한 애들은 경제적으로 안 되는 애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

일 거예요(2019-CF3).

이번 연구의 주제에서는 벗어나지만 북한 아동의 전체적인 행복도 수

준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 보았다. 남한 사회와 비교하여 

행복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남한과 비교

하여 북한 아동이 더 행복할 것이란 의견은 남한 사회의 지나친 학업 스

트레스와 비교가 심한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에서는 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반대로 남한 아동들이 북한 아동에 비해 더 행복할 것이란 의

견은 북한 사회에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분

위기, 사회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들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때문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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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 학생들이 그 자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복

할 수가 없고요, 걔네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북한 학생들은. 그

래서 행복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집이 잘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학생들

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2019-CM2).

발달에 대한 권리 중 교육에 대한 권리와는 반대로 여가에 대한 권리는 

합의가 쉬웠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동원되는 노동을 제외하고는, 여가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권리는 조금 

복잡했다. 모두가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인이 가

지고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초등학교는 무조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중학교까지는 다녔

으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만, 그 외적인 법령 같은 거 알기에는 그럴 시간

이 있을까요?(2019-CF1).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까 딱 말했듯 의무

교육 그거 하나밖에는 못 느꼈고요, 전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2019-CF1).

학교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배울 권리

가 발달권의 핵심일 것이다. 북한의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한정된 소수에게만 보장된 권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선생들도 수업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어요. 딱 몇몇 선생님들이 거기는 사

교육이 막 여기서처럼 학원 이런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을 끼고 배워주거든

요. 근데 그 사교육이 담임선생님이 배워주는데 그것도 아 얘는 공부를 좀 

하겠구나, 할 마음이 있구나, 집에서 뒷받침을 해 주겠구나 이런 한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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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에 한해서 끼고 가르치지, TV에서 나오고 국제적으로 노는 수재 천재 

막 이런 그 외에는…(2019-CM2).

이외에 북한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였다. 기본적으로 교육제도로서의 학교를 많은 아동

들이 이용하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안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4) 의견 표명과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참여에 대한 권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아동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의견 표명과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모두 학교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토론이나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

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을 했을 때에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위험이 크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기는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사회에 반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또… 네…없

어질지 모르니까(2019-CM1). 

북한 내의 학교 조직이나 청년 조직에 대한 참여가 실제 참여인지에 대

한 의견도 있었다. 참여의 기본적 조건은 자발적 참여인데 자발적 참여권

한이 개인에게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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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당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압박적으로 가기 싫어요. 배고

프고 굶주린데 언제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왕따당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다 그렇게 만

들어놨어요(2019-CM2).

참여자들은 의견 표명에 대한 자유가 없다고 인지할 경우 개인적 관계

에서의 발언도 경직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가정, 교실, 

지역사회에서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네. 교실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도 그렇고. 자유롭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때 정말 어렸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도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반동이다, 반동분자다 그

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2019-CM1).

거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런 걸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생활총화? 통치가들의 그런 교육을 받고, 학교에 이런 게 전달이 됐다. 명

령? 기억이 안 나 정확히 뭐라고 내려왔는지, 근데 아무튼 이게 말하면 공

문처럼 내려온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간부도 

그냥 알리는 입장이고, 알리미 입장이고 의견을 내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총칙에 따라서(2019-CF1).

아동권리보장법에 의견 표명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기

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다는 건 모든 참여자들이 인식하

고 있었다. 의견 표현에 대한 제약은 교육제도 내에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개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건 토론 자체가 그냥 오고가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딱 정해진 그 틀 안에서만 안 벗어나려고 하겠죠

(2019-C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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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학생이 인권이란 자유가 없는 거죠 아예. 그 자유를 아예 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이면 니가 나한

테 여쭐 일이 있으면 생활총화 할 때 30명 다 모인 데서 일어나서 말하라. 

그거예요. 북한에서는…(2019-CM2).

참여자들과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단’ 혹은 ‘단체’

라는 개념이었다. 이는 북한 사회의 다음과 같은 특징과 연관이 있어 보

인다. 첫째, 북한은 집단 내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

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감시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하에 있다. 둘

째, 감시와 제재는 기본적인 북한 사회의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집

단에서의 의무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하지 않고 강제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범을 받아들여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미 의견 표명 및 사회참여에 관한 대화에서 개인들은 북한 사회에서 이

러한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의견 표명 및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없어요(2019-CF2).

없어요(2019-CF3).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그 소년단부터 청년동맹까

지가 간부를 하면서, 그게 없습니다. 아예,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19-CM2).

북한에는 집단만 있고 개인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권리라는 게 있

을 수가 없어요(2019-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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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제통계로 본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2018년에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7 MICS(The global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북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들 중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지표를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다음

에서 보고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통계에서 나타난 북한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를 살펴본다. 

1) 유니세프 MICS 조사 개요

유니세프의 MICS는 국제 종합지표조사로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북한에서는 2017년 4월 8500가구를 대상으로 조

사가 진행되었으며, 5-17세의 아동·청소년 4121명에 대해 보호자 응답

(보호자의 대리응답)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사문항은 가구환경에 대한 질문,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

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5-17세 아동에 대한 질문과 5세 미만 영유아에 

관한 질문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5-17세 아동에 대한 질문은 아동

의 배경, 아동노동, 아동훈육, 아동의 기능수준(child functioning), 부

모의 관여, 기초학습능력 등이다.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질문은 아동의 배

경, 영유아기 발달, 아동 훈육, 아동의 기능수준, 모유 수유 및 영양, 예방

접종, 질병에 대한 보호, 인체측정(anthropometry)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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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MICS 조사 대상자 통계

남성 여성 전체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체 15,413 100.0 17,042 100.0 32,455 100.0 

연령

0~4세 1,157 7.5 1,105 6.5 2,262 7.0

5~9세 1,165 7.6 1,109 6.5 2,274 7.0

10~14세 1,189 7.7 1,153 6.8 2,342 7.2

15~19세 1,048 6.8 1,186 7.0 2,234 6.9

15~17세 688 4.5 715 4.2 1,404 4.3

18~19세 360 2.3 470 2.8 830 2.6

20~24세 841 5.5 1,290 7.6 2,131 6.6

25~29세 1,148 7.4 1,263 7.4 2,410 7.4

30~34세 1,221 7.9 1,163 6.8 2,384 7.3

35~39세 1,082 7.0 1,046 6.1 2,128 6.6

40~44세 1,377 8.9 1,355 8.0 2,731 8.4

45~49세 1,441 9.3 1,448 8.5 2,889 8.9

50~54세 1,097 7.1 1,115 6.5 2,212 6.8

55~59세 910 5.9 988 5.8 1,898 5.8

60~64세 505 3.3 571 3.4 1,077 3.3

65~69세 547 3.5 729 4.3 1,276 3.9

70~74세 385 2.5 644 3.8 1,028 3.2

75~79세 223 1.4 497 2.9 720 2.2

80~84세 66 0.4 262 1.5 329 1.0

85세 이상 13 0.1 117 0.7 130 0.4

아동과 성인인구

0~17세 
아동인구

4,199 27.2 4,083 24.0 8,282 25.5

18세 이상 
성인인구

11,214 72.8 12,959 76.0 24,173 74.5

   주: Percent and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household population by five-year age 

groups, dependency age groups, and by child ( age 0-17 years ) and adult 

populations ( age 18 or more ), by sex, DPR Korea, 2017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p. 21,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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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S: 교육 관련 결과

〔그림 3-2〕 북한의 학교 출석 관련 지표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북한의 인민학교 이상의 출석률은 97%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

이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학 후의 졸업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 모든 학교급의 졸업 비율은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을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204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그림 3-3〕 북한의 학교과정 입학 후 졸업 비율(completion rate)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그림 3-4〕 북한의 학습 관련 지표(수리 역량, 읽기 역량)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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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청소년의 읽기 역량과 수리 역량을 측정한 결과 90% 이상이 

읽기 역량을, 80% 이상이 수리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의 증가에 따

라 읽기 역량은 97% 이상으로 증가되어 북한 아동들 중 상당수가 기초 

학습 역량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정 내 아동용 책을 3권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80%가량 되었다.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농 간의 차이는 

10%가량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하위 20%

는 69%의 가구가 아동용 책을 3권 이상 가지고 있었으나, 상위 40%의 

가구는 아동용 책 3권 이상을 91%가량 가지고 있었다. 북한 사회에서의 

소득계층에 따른 아동발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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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S: 생존 및 안전 관련 결과(생존 및 폭력)

〔그림 3-6〕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 관련 지표 

   주: 영아사망률 등 위에 제시된 사망률은 1000명당 사망률임.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북한의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은 1000명당 12명 수준이

며, 5세 미만 사망률은 15명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남

한의 영아사망률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북한

의 2017년 5세 미만 사망률은 19.0명인 것에 반해 남한의 5세 미만 사망

률은 3.7명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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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북한의 아동 훈육 관련 지표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아동에 대한 훈육(child discipline) 지표는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가

해지는 폭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북한에서는 비폭력적 훈육

(non-violent discipline)을 사용하는 가구는 37%, 신체학대(physical 

punishment)는 44%, 정서학대는 43%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훈육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므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포함

한 어떤 종류의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59%였다. 

훈육에 대해 성별과 연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력적 훈육은 남성

(62.9%)이 여성(55.4%)에 비해 더 높은 경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

별로는 저연령에서 고연령으로 갈수록 신체폭력은 줄고 정서폭력이 늘어

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10-14세 아동들의 신체폭력 경험률이 37.9%에 

달하고 있으므로 고연령 아동에 대한 신체폭력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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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북한의 가정 내 훈육 방법 관련 지표

1~14세 아동 중 훈육 방식 경험 비율

1~14세 
아동 인원비폭력적 

훈육
정서폭력

신체폭력 폭력적 훈육 
경험 비율기타 폭력 심한폭력

전체 36.9 43.2 43.4 2.8 59.2 6,449 

성별

남성 33.4 46.2 47.1 3.0 62.9 3,279 

여성 40.5 40.1 39.6 2.5 55.4 3,170 

지역

도시 38.1 41.3 43.1 3.0 58.3 3,765 

농어촌 35.3 45.9 43.8 2.4 60.6 2,684 

연령

1-2 38.7 31.0 41.0 1.3 50.7 908 

3-4 35.9 37.7 53.4 2.9 60.4 914 

5-9 35.6 46.3 46.1 3.3 62.4 2,270 

10-14 38.0 47.0 37.9 2.7 59.1 2,358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p.132.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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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S: 아동노동 관련 결과

〔그림 3-8〕 북한 내 아동노동 관련 지표(5~17세)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북한 내의 아동노동은 국제적 관심을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서구 자본

주의 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오랜 아동노동 규제 및 금지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노동의 비율은 전체 5%로 나

타났다. 성차는 거의 없었으나 도농 간의 차이가 나타나 도시는 3%인 것

에 반해 농촌은 8%가량으로 나타났다. 아동노동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아동노동 비율은 

11%, 상위 40% 가구의 아동노동 비율은 1%에 불과하였다.

아동노동은 위험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발생 가능성도 문제

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동노동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

기는 것이다.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른 

아동발달의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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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CS: 생활 수준 관련 결과

북한 내부의 정보통신기술(ITC) 기기의 소유 및 인트라넷 활용 등에 관

한 자료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ITC 기기의 활용 경험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개월간 휴대전화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남성 18~19세의 9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젊은 세대에서

는 휴대전화의 이용 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대전

화의 소유는 18~19세 남성에서도 49.2%인 것으로 나타나 소유한 비율

은 높지 않았다. 

<표 3-34> ICT 기기 소유 및 인트라넷 접근 관련 지표(여성)

컴퓨터 이용 경험 휴대전화 이용 경험 인트라넷 이용 경험

컴퓨터 
이용 
경험

지난 
3달 간 
컴퓨터 
이용 
여부

지난 
3달 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이상 

컴퓨터 
이용

휴대전화 
소유 
여부

지난 
3달 간 

휴대전화 
이용 
여부

지난 
3달 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이상 

휴대전화 
이용

인트라넷 
이용 
경험

지난 
3달간 

인트라넷 
이용경험

지난 
3달 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인트라넷 
이용 
경험

전체 41.7 32.8 21.4 47.9 82.5 64.4 6.2 5.2 3.7

15-19 72.6 63.9 43.9 23.7 73.6 50.1 10.6 8.9 6.2

15-17 75.6 68.4 48.0 13.1 68.0 42.5 8.5 6.6 4.5

18-19 68.1 56.9 37.5 39.8 82.2 61.7 13.9 12.3 8.9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pp.32-33의 자료를 저자가 일부 수정하였음.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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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ICT 기기 소유 및 인트라넷 접근 관련 지표(남성)

컴퓨터 이용경험 휴대전화 이용경험 인트라넷 이용경험

컴퓨터 
이용경험

지난 
3달 간 
컴퓨터 
이용 
여부

지난 
3달 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이상 

컴퓨터 
이용

휴대전화 
소유 
여부

지난 
3달 간 

휴대전화 
이용 
여부

지난 
3달 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이상 

휴대전화 
이용

인트라넷 
이용 
경험

지난 
3달간 

인트라넷 
이용경험

지난 
3달 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인트라넷 
이용 
경험

전체 51.0 44.2 33.0 55.7 88.8 69.9 13.9 11.6 7.9

15-19 76.8 70.7 51.6 24.5 79.0 50.2 18.5 13.6 8.9

15-17 79.0 74.0 50.9 12.5 72.7 40.1 17.2 11.1 6.6

18-19 72.4 63.9 53.2 49.2 92.0 70.8 21.3 18.7 13.8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pp.32-33의 자료를 저자가 일부 수정하였음

https://www.unicef.org/eap/media/1891/file/2017%20MICS%20Survey%20Data.

pdf에서 2019. 6.1. 인출.

북한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ICT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트라넷 이용 경험이 15~19세에서 여성은 10.6%, 남성

은 18.5%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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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ICT 기기 이용 관련 지표(지역별)

자료: UNICEF. (2018b). 2017 DPR Korea MICS. Statistical Snapsho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

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

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

ip에서 2019. 9. 3. 인출. 

흥미로운 점은 ICT 기기의 이용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컴퓨터 사용, 휴대전화 사용, 인트

라넷 이용 경험이 월등히 높았으며, 적어도 1개 이상의 정보통신기술 활

동 경험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ICT 기술의 이용이 개인이 가진 자원과 지역의 인프라

가 결합된 산물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대전화

가 기능할 수 있는 통신 관련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지

역 간 격차를 보여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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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 아동·청소년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1. 남북 아동·청소년 교류사업의 경험

남북한 아동·청소년 교류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북한 정부

나 단체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량이나 의료에 대한 지원 

사업(인도 지원 사업), 남북한 사람이 만나 교류하는 남북협력사업(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이다. 

가. 인도 지원 사업(2000~2015년)

인도적 지원 사업은 주로 식량 지원과 기초보건의료 지원으로 이루어

져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 인도 지원사업은 햇볕정책으로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

였다. 

연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2000

8,139만 불 (978억 원) 3,238만 불 (387억 원)

11,377만  불

(1,365억 원)
비료 30만 톤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직접 지원 한적 / 독자 창구

2001

7,522만 불 (975억 원) 6,017만 불 (782억 원)

13,539만  불

(1,757억  원)

내의 150만 벌, 옥수수 10만 톤.

비료 20만 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직접 지원/WFP/WHO 경유 한적 / 독자 창구

〈표 3-36〉 남북한 교류협력 인도 지원 사업 현황(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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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2002

8,915만 불 (1,140억 원)   4,577만 불 (576억 원)

13,492만 불

(1,716억  원)

옥수수 10만 톤, 비료 30만 톤, 

말라리아방역

의류, 의약품, 의료장비, 비료, 

밀가루 등

직접 지원/WFP/WHO 경유 한적 / 독자 창구

2003

9,377만 불 (1,097억 원) 6,386만 불 (766억 원)

15,763만  불

(1,863억  원)

말라리아 방역 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 톤, 옥수수 10만 톤

의료장비, 의약품, 의류, 밀가루, 

생활용품 등

직접 지원/WFP/UNICEF 경유 한적/ 독자 창구

2004

11,541만 불 (1,313억 원) 13,250만 불 (1,558억  원)

24,791만 불

(2,871억  원)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 톤

말라리아 방역 지원, 옥수수 10만 톤

밀가루, 농자재, 설탕, 의약품, 

감귤, 의료장비 등

직접 지원/WFP/WHO 경유 한적/독자 창구

2005

  13,588만  불 (1,360억 원) 7,666만 불 (779억 원)

21,254만  불

(2,139억  원)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 

비료 35만 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밀가루, 의약품, 감귤, 의류, 

생활용품 등 

직접 지원/WHO/UNICEF 경유 한적/독자 창구

2006

22,740만 불 (2,273억 원) 7,088만 불 (709억 원)

29,828만  불

(2,982억 원)

비료 35만 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밀가루, 의류, 의약품, 의료용품, 

수해복구 등

직접 지원/WHO/UNICEF 경유 한적/독자 창구

2007

20,893만 불 (1,983억 원) 9,568만 불 (909억 원)

30,461만  불

(2,892억  원)

비료 30만 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의류, 의약품, 의료소모품, 감귤, 

밀가루, 분유 등

직접지원/WHO/WFP/UNICEF 

경유
한적/독자창구

2008

3,996만 불 (438억 원) 6,460만 불 (725억 원)

10,456만  불

(1,163억 원)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의료장비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의류, 의약품, 감귤, 양묘장 자재 등

WHO/UNICEF/IVI 경유 한적/독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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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반출 기준(정부: 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2) 세부 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일부. (2016). 남북교류협력동향, 2016년 12월. 

https://www.unikorea.go.kr/books/monthly/interchange/?boardId=bbs_0000000

000000044&mode=view&cntId=46531&category=&pageIdx=에서 2019.6.1.인출

연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2009

2,420만 불 (294억 원) 2,858만 불 (377억 원)

5,278만 불

(671억 원)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지원, 

의료 인력 교육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밀가루, 

온실자재 등 

직접 지원/WHO/IVI/UNICEF 경유 한적/독자 창구

2010

1,780만 불 (204억 원) 1,748만 불 (200억 원)

3,528만  불

(404억  원)
신종플루 지원, 신의주 수해 지원1) 밀가루, 분유, 의약품, 연탄, 

말라리아 방역 등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한적/독자 창구

2011

565만 불 (65억 원) 1,173만 불 (131억 원)

1,738만  불

(196억  원)
영유아, 의약품 지원

분유, 두유, 의약품, 밀가루, 

말라리아 방역 등

UNICEF 경유 독자 창구

2012

210만 불 (23억 원) 1,032만 불 (118억 원)

1,241 만  불

(141억 원)
백신 및 의료교육

밀가루, 의류, 의약품, 의료장비, 

수해 지원 등

IVI 경유 독자 창구

2013

1,209만 불 (133억 원)    453만 불 (51억 원)

1,662 만  불

(183억  원)2)보건 및 영양
의약품, 의류, 영양빵재료, 분유, 

장애인용품 등

UNICEF/WHO 경유 독자 창구

2014

1,330만 불 (141억 원) 506만 불 (54억 원)

1,837만   불

(195억 원)
보건 및 영 양

영양식, 의류, 의약품, 의료소모품, 

농자재 등

WHO/WFP 경유 한적/독자 창구

2015

1,220만 불 (140억 원) 1,002만 불 (114억 원)

2,222만  불

(254억  원)

보건(진료소) 및 영양, 의료 인력 

교육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의약품, 의료소모품, 영양식, 분유, 

진료소자재, 묘목, 온실자재 등

UNICEF/WFP/국제NGO 경유 한적/독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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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협력사업(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2000~2015년)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역시 햇볕정책 시기에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회문화 분야 협

력사업은 예술분야, 스포츠 분야, 사회공헌 분야 등으로 2006년과 2007

년에 주로 이루어졌다. 

〈표 3-37〉 남북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2000~2015년)

연번 사업자 사업 상대자 사업 내용(지역) 사업 승인일

1 (사)한국청소년사랑회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교육국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초청공연
’02. 8. 27.

2 (사)남북체육교류협회 4.25체육단

태국 차야퐁컵 국제친선

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06. 10. 18.

3 (사)민족화합운동연합
개성지역특구

개발지도총국

｢제2차 개성지역 

청소년평화통일

숲가꾸기｣

’06. 11. 24.

4 (사)남북체육교류협회 4.25체육단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07. 5. 23.

5 (사)남북체육교류협회 북측 425체육단
태국 차이퐁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07. 9. 27.

자료: 통일부. (2016). 남북교류협력동향, 2016년 12월.

https://www.unikorea.go.kr/books/monthly/interchange/?boardId=bbs_0000000

000000044&mode=view&cntId=46531&category=&pageIdx=에서 2019.6.1.인출

요컨대 남북한 인도 지원과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제한된 영역에 한정하

여 이루어졌고, 교류의 예산과 규모는 남북한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문화협력은 교류의 연속성 측면을 담보할 수 없어 

단기적 교류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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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남북한 아동·청소년 교류는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 속에서 행사 차원의 

교류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마저 교류의 경험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향

후 아동·청소년 교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여기서는 교류의 목적을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아동·청소년의 사회문화적 격차 해소 및 통합에 두

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청소년의 

권리 차원의 시사점과 북한이탈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아동기 회고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남한과 북한은 기초보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5세 미

만 사망률과 같은 결과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빈곤아동

은 결식률과 영양불균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는 북한 아동

과 남한 아동들 간의 신체적 성장의 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은 기초보건 관련 교류협력이다. 

기초보건 관련 교류는 북한에 어린이 병원을 짓거나, 민간 NGO에서 

의약품을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나가는 등의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이루

어져왔다. 이에 더하여 북한 내의 기초보건 인력을 양성하고, 예방접종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단순한 인적 교류나 단기적 교류 차원이 아닌, 아동이 더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도 남북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또 북한의 아동은 남한의 아동에 비해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

지,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폭력 역시 아동의 발달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기에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는 아동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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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남한은 2000년대 이후로 빈곤 아동 보호나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관

한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노하

우를 북한에서도 도입하여, 아동이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도록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

류는 일종의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사회복지기술에 대한 교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보호의 목

표에 더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북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통합 과정

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은 남북한 아동들의 격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아동은 대부분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 교육을 통해 남북한 이해를 도울 경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단지 역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격차 해소, 문화 격

차 해소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교육 콘텐츠를 제

작하여 함께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 

내에서 교사의 체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폭력

적 훈육 방법이 아닌 긍정적 훈육 방법에 대한 교류도 필요하다. 교사들

이 함께 상호 교류하거나 세미나를 여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현재 두 사

회의 교육상 훈육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식과 내용의 차이에까지 

관심을 두고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아동기를 보낸 청년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참여자들은 문화

적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점진적 인적 교류 확대,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

된 대표단 교류 및 상호 교류, 한류문화 및 영상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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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직접 제안을 하였다. 

이 중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시기 공

동으로, 혹은 별도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만나는 기회를 갖자는 

제안이었다. 상호 교류는 북한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선발하여 관광시

켜주는 것과 같이, 남한과 북한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선발하여 함께 관

광지에서 교류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었다. 이는 모두 만남의 방식과 관

련 없이 남북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화 교류에 대한 제안은 한류 현상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어 수용성을 높였듯이, 북한 사회에서도 한류를 통해 남

한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이

었다. 이 역시 남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으므로, 문화 콘텐

츠를 통해 점진적 이해 수준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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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한 장애인 복지 및 생활 실태

1. 북한의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과 법제

가.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 정의 및 장애 개념

북한의 장애 정의(definitions of disability) 및 장애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제2조(장애자의 정의)에 따르면, “장

애자는 장기적인 신체상 결함과 주위 환경의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생활

에 자립적으로 참가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제시함

으로써 장애의 의료모델(medical model)과 사회모델(social model)을 

포괄하는 장애 정의로 평가할 수 있다(정지웅, 2018, pp. 370-373).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에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국가보고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의 내용

을 살펴보면, 실제 북한의 장애 정책이 사회 모델에 기반하였다고 평가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리어 남한보다 더욱 의료모델에 가깝고, 보편

8) 이하 장애 정의 및 개념에 관한 논의는 정지웅(2018)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북한의 장애인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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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아닌 잔여주의·선별주의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자보호법 이외에 보통교육법 제12조9)나, 

사회주의헌법 제72조10) 등에서 장애의 원인을 ‘불구’11)라는 단어로 표

현함으로써 ‘몸’의 손상에 기반한 장애 정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들에서 나타나는 장애 정의는 모순적

이다. 한편에서는 진보적 측면이, 다른 한편에서는 억압적 측면이 관찰된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애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적 측면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법규에 

나타난 장애 정의는 억압적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가령, 장애억압적 성

격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법규는 북한의 의료법 제28조12)로서, 이 

법조문에서는 “기형, 유전자병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의료조작을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법문의 맥락상 장애인의 생명권까지도 침해하는 

장애억압을 나타내고 있다. 

2) 북한 장애인 복지 제도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는 남한의 비해 종류나 급여 수준이 매우 열

악하다.13)  북한에서 장애인 정책 중 연금제도로는 노동능력상실연금(국

9) 보통교육법 제12조(학령 어린이의 취학):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 장애를 

받는 어린이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취학 나이를 늦출 수 있다(국가정보원, 2017b). 

10) 사회주의헌법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국가정보원, 2017a). 

11) ‘불구(不具)’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2) 의료법 제28조: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 데 따라 인공임신조작을 하며 선천성 

대기형, 유전자병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의료조작을 할 수 있다(국가정보원, 2017b). 

13) 이하 북한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정지웅(2017, pp. 319-322)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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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로자연금)과 군인연금이 있다. 이 두 연금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기여(contribution)와 상관없이 장애인에

게 주어지는 장애수당 성격의 현금급여로서 생활비방조금과 특전보조금

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는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양생원과 특수애육

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영예군인요양소 및 휴양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로서 장애자기능공학교, 교정기구공장, 경노동공장, 영예군인학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정신보건기관으로

서 보양원 및 보양소, 특수학교로서 맹학교 3개소, 농학교 8개소가 있다. 

이상의 북한 장애인 복지 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장애인복지급여의 할

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 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 

lism)로 이루어지고,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

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정지웅, 이철수, 2016, p. 162)

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북한의 장애인정책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

인에 대한 급부행정은 교육성, 보건성, 노동성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14)

등이 담당하고 있다(장용철, 2015, p. 88).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보건

성과 교육성,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장애

자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자 관련 국제기구들과 유럽동맹 나라

들과의 협조활동도 추진하고 있다(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북한인권연

구센터, 2016 재인용).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북한 전국에 도, 시, 군 단

위의 지방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조선신보, 2013. 12. 6.).

14) 연맹 등 북한의 장애인단체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평

가되며, 북한 당국의 보건부에서 직원의 급여와 운영비가 나오고 있지만, NGO로 간주

되고 있다(中西由起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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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북한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자료: 이철수 외. (2017).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p. 325.

3)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상 장애인 대상 서비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는 아직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의 내

용이 제시되어 있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접근권과 관련하여 평양 소재 일부 지

역과 시설에서 장애인전용 택시, 장애인 화장실, 수화 및 폐쇄자막 서비

스,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독서권을 보장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akesh Treaty)도 비준하였다. 둘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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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학작품 라디오 낭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선장애자보호련맹하에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

회 등이 결성되어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노력 중이다.

나.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북한의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애자보호법과 함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단편

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규로서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 등이 있다(정지웅, 2017).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제정되었으며, 2013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의 구성은 총 6장, 55조로서, 제1장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2장은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3장은 ‘장애자의 교육’, 제4장은 ‘장애자의 문화

생활’, 제5장은 ‘장애자의 로동’, 제6장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

제’ 로 이루어져 있다(국가정보원, 2017b, pp. 698-705). 

장애자보호법 이외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로

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사회주의로동법, 인민보건법 등이 있으며,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송인호, 2019, p. 146).

법률(제정 연도) 관련 내용

사회보장법
(2008)

- 사회보장대상에 신체장애 포함(제2조)

- 사회보장금 지출대상에 장애보조기구 생산 공급을 포함(제18조)

- 사회보장기관에 장애자 생활보장기관 포함(제25조)

- 장애자에 필수적인 보조기구 생산 공급(제37조),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 내용(제38조) 보조기구 신청, 공급 절차(제39조, 제40조)

〈표 4-1〉 장애 관련 내용을 규정한 북한의 주요 법률



228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자료; 송인호. (2019).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9(1), p. 146.

남북한의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남

한에 비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의 숫자와 내용 측면에서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

원의 투입이 매우 많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2. 북한 장애인 생활 실태

가. 장애인구 현황

현재 알려진 북한의 장애인구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장

법률(제정 연도) 관련 내용

년로자보호법
(2007)

- 무장애 환경 보장(제15조)

녀성권리보장법
(2010)

-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 차별 금지(제38조)

아동권리보장법
(2010)

- 장애아동의 평등권(제3조), 교육, 치료권(제30조), 부모 등 후견인의 

책임(제40조)

교육법(1999) - 불구어린이 중등의무교육(제15조)

보통교육법
(2011)

- 장애 어린이 취학 나이 조정(제12조), 장학금(제14조), 장애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교육 및 생활 보장(제15조), 장애자교육을 위한 학교(제

19조)

사회주의로동법
(1978)

- 무료 생활보장(제78조)

인민보건법
(1980)

- 무상치료(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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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권리협약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5.5%로 나타나고 있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15)

이 5.5%라는 수치가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구의 비율인지, 조사 

표본상 비율인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장애인구 수가 정확하게 나타

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별 장애인 비율의 평균이 전체 장애인 

비율로 계산되는 것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표본 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북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아닌, 남녀 

동수의 어떠한 표본으로부터 조사된 장애인의 비율이라고 짐작된다.

구분
2014년 2016년

계 남 여 계 남 여

연령

계 6.2 5.9 6.5 5.5 5.1 5.9

0-4 - - - 0.3 0.4 0.2

5-6 - - - 0.5 0.6 0.4

7-16 1.0 1.1 0.8 1.0 1.2 0.8

17-59 5.4 6.1 4.7 4.8 5.4 4.2

60- 18.5 15.1 20.5 16.9 13.3 19.1

〈표 4-2〉 북한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단위: %)

   주: 2014년 통계는 북한의 ‘2014 장애표본조사’ 결과이며, 2017년 통계는 북한 중앙통계국 자료임. 

자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nex. p.1.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RPD/Shared%20Documents/PRK/INT_C

RPD_ADR_KOR_33341_E.docx에서 2009. 6. 1. 인출.

15) 동시기, 남한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4.9%(보건복지부, 2017)로서, 북한 정부 

발표 장애인 비율이 남한의 등록장애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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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 유형은 총 6개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

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나뉜다.16) 남한의 장애 유형이 1988년 5종(지

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에 10종으로 확대되고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추가), 2003년에 15종으로 확대(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장애 유형 

구분은 남한의 장애 유형 구분의 초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5.5%의 장애 비율 중, 지체장애가 2.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후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언어장애 

및 정신장애가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2014년 2016년

시각장애 1.3 1.2

청각장애 1.5 1.3

언어장애 0.4 0.4

지체장애 2.8 2.5

지적장애 0.3 0.3

정신장애 0.4 0.4

계 6.2 5.5

〈표 4-3〉 장애 유형에 따른 북한 장애인 비율
(단위: %)

자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nex. p.1.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RPD/Shared%20Documents/PRK/INT_C

RPD_ADR_KOR_33341_E.docx에서 2009. 6. 1. 인출.

16) 남한의 장애 유형은 총 15개인데, 남한의 장애 유형 중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장애 유형은

신체외부장애 2개 유형(뇌병변, 안면), 신체내부장애 6개 유형(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장애 1개 유형(자폐) 등 총 9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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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장애인 생활 실태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장애인의 생

활 실태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자료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난 뒤, 재

독할 때에는 한 줄씩 읽고 떠오르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면담 내용을 분류

해 나갔다. 새로운 주제가 나타날 때마다 앞부분의 응답 내용을 비교, 검

토하면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코드들 

간에 연관성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중심 주

제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북한의 장애인 관련 경험을 분석한 결과 6가지

의 범주, 18개의 상위 주제, 33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4-4〉는 

분석 결과의 범주 분류를 제시한 표이다. 

〈표 4-4〉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북한 장애인 경험 범주 분류

범주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장애 유형
장애 유형에 대한 

구분

북한의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와 영예군인으로 

구분됨

장애인에 대한 
책임

장애인을 배제시킴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음

장애인을 행사에서 배제시킴

장애는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함
장애는 가족들의 몫이 됨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봄

장애인 부모로서 죄스러움을 느낌

장애를 가진 자녀는 부모를 탓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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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범주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장애인 가족이 죄의식을 느낌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가난을 경험함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장애인은 무서운 존재

감추고 싶은 존재

배제와 격리의 대상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

차별과 멸시의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

장애인만의 직업군이 존재함

장애인 복지 
제도/혜택

영예군인을 위한 

혜택

김정일에게 편지를 써서 주기적으로 혜택을 받음

영예군 공장이 존재함

함흥 보조공학기술의 

발전과 쇠퇴

함흥 의료기구 병원이 있으나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보조기구의 수입 장애인 보조기구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함

장애인 교육 제도
신체장애를 위한 학교가 있음

지적장애, 지체장애를 위한 교육제도는 없음

장애인 복지 
제도의 어려움

영예군인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전무함

일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전무함

고난의 행군 이후로 

장애인 혜택마저 

줄어듦

고난의 행군 이후로 영예군인에 대한 혜택은 가

족의 몫이 됨

고난의 행군 이후로 식량배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신병원에서 식량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음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지 않음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음

복지의 개념보다는 보상의 개념이 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위한 시설 

필요

장애인 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보건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함흥시 인근에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

전달체계와 제도 

마련이 급선무임

남북 교류를 위한 전달체계/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우선임

정치영역과 무관하게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함

장애인은 정치영역과 무관하기 때문에 교류협력

이 가능하다고 봄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시켜 나가야 함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인식 정립이 

필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인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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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유형

(1) 장애 유형에 대한 구분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장애 유형으로 영예군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도출되었으며, 지적장애의 경우 정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 영예군인은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으로, “상이군인의 

북한어”이다(네이버 국어사전, 2019. 8. 1. 인출).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일

하다 장애를 입은 군인들은 북한에서 예우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장

애 유형에 비해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예군

인 이외에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적장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적장애라고 하면 북한에서 정신이 

나가서 정신병자래라고 해서 무조건 탈시설이 아닌 수용시설로 들어가서 

사시고,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지적장애와 그다음에 그나마 북한에서 영

예군인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받는 영예군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하거나 기여를 하거나 대한민국으로 하면 국가보훈

자 자녀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분들. 그분들밖

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2019-DF1).

2) 장애인에 대한 책임

(1) 장애인을 배제시킴

북한사회에서 바라본 장애인은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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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로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거나 국가 행사 시 배제시키는 등의 모습

을 보였다. 

북한에서 제약을 하는 게 불구랑 장애인 같은 경우는 창피하다, 그래서 행

사, 일반적인 국가적인 행사에 못 나가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키거

든요(2019-DF3).

대부분 사회에서 볼 수 있을 때 지체장애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1, 2, 3등

급의 정도의 경우는 북한에서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체제를 어떻

게 누락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낮추는 현상이라고 해서 다 안에 들

어가게 하지, 밖에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을 보기 쉽지는 않습니

다. 대한민국처럼 장애인에 대한 법, 복지 이런 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습니

다(2019-DF1).

(2) 장애는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함

영예군인 이외에 장애인들은 국가보다는 개인,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

려는 모습을 보였다. 2019-DF5의 아버지는 지적장애인이지만 나라의 

지원이나 복지혜택을 받은 기억은 없고, 오로지 죽을 때까지 가족이 떠맡

아야 하는 과제로 나타났다.

저는 아빠가 지적장애시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말로는 뭐라고 하

지, 어쨌든 장애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 같은 것 하나도 없고

요. 지금 보면 아무런 혜택 같은 게 없어요. 장애라고 하면 가족이 다 끌어

안아야 해요. 일일이 진짜 다 그냥 할머니가 케어하고 다 그렇게 하지 나라

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 안아야 하죠. 남

들 보는 시선도 다 나쁘거나 이렇지 않은데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2019-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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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봄

장애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내용으로 ‘장애인 부모로서 죄스

러움을 느낌’, ‘장애를 가진 자녀는 부모를 탓함’, ‘장애인 가족이 죄의식

을 느낌’,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가난을 경험함’이라는 하위 주제

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과 북한의 장애인 가족이 당면하는 

자세와 인식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장애인 가족이어도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장애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볼 때 국가

에 복지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달랐다고 말하였다. 한편, 북한

은 장애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장애를 마주할 때 죄스러움, 수치

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장애인 자녀는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장애를 물

려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가

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으며, 장애

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가족이 가난이라는 굴레에 빠질 수 있

다는 점 등이 나타났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철에서라든가 부모들이 장애인 자식들과 다니잖아

요. 너무나 당당하고 (중략) 우리 북한으로 보면 장애인 자식을 데리고 나

갈 때 창피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당당하지 못해요. 항상 죄스러

운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한국으로 와 보니까 부모들이 아무데서나 너무나

도 당당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점을 느꼈어요

(2019-DF6).

북한은 무조건 장애인 가족하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삶. 부모 입장에

서는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게 가장 많았고, 부모 입장 중에

는 자식이 장애라고 하면, 자식들은 왜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우리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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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꼬삐고한 것을 나한테 물려줘야 하고 이런. 그런 것을 많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감당을 하고(2019-DF1).

북한이란 나라가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가족들 

자체가 죄의식으로 느끼고 하는구나(2019-DF1).

아까 선생님 한 분처럼 기술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지적장애다 보니까 생

각을 아예 못하세요. 다른 기능은 다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처럼 복지가 있으면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시

는 시설도 있고, 재가복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엄마도 힘드셔서 

결국은 혼자서 벌어먹고 농사짓고 사는 것도 힘들고(2019-DF5).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장애인은 무서운 존재’, ‘감추고 싶은 존재’, ‘배제

와 격리의 대상’,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북한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을 잘 드러내지 

않다 보니 장애인을 만나면 ‘무섭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편,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

고 싶은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2019-DF6은 장애인이 거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경 근처를 예로 들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

경 근처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거나 추방시켜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

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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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장애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장애라는 걸 드러내놓고 내가 어떻게 보면 권리에서 내가 장애인이니까 이

만큼 받을 게 장애인 복지서비스라든지 활동보조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당

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중략) 장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북한

에도 편견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2019- 

DF1).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북한에서는 솔직히 주변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솔직

히 가족들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감추기 급급해요. 저희 집은 삼촌이었잖아

요. 저희가 형제가 많다 보니까 큰 언니도 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려다 

보니까 삼촌을 숨겨놓기가 바빴던 거예요. (중략)  제가 북한에서 삼촌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창피해요. 저는 못 다녀요. 주위사람들이 너무 뭐

라고도 하고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족들 자

체가 숨기기 바쁜데(2019-DF1).

국경이다 보니까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국경 근처에서 살지 못해

요. 무조건 추방시키거든요. 국경이라는 곳이 다른 나라와 근접해 있잖아

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잘못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 나라 망신도 있고 그러

니까 나라에서 가정 통째로 추방시켜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

이 산골짜기로 추방되었거든요(2019-DF6).

한편, 북한에 장애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난쟁이 마을’이 존재하였다. 

연구 참여자 2019-DF4가 언급한 ‘종자가 퍼지면 안 된다고 해서’는 장

애인을 유전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 북한사회에서 장애인

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은 지역사

회에서 지역주민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배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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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지적장애, 영예군인, 키가 작은 사람들, 우리는 흔히 난쟁이 마을이

라고 하거든요. 그 종자가 퍼지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생활을 시켜요. 결혼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2019-DF4).

장애인 가족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은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인식이 많았다. 한편, 연구 참여자 2019-D5는 장애인 아버지를 둔 자녀

로서 학교 내에서도 아빠가 ‘에꼬, 지꼬’ 등의 단어로 차별을 당하였으며, 

왕따 경험이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2019-DF1도 장애인 가

족으로서 차별과 멸시를 당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 내에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장애인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으며, 사람 취급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는 항상 뭐 할머니가 장사를 하셔가지고 아빠는 항상 할머니랑 시장 

갔다가 들어오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주변에는 다 쟤 어떻게 하노, 어떡하

노. ○○애비 어떡하노 이렇게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고. 저는 나가면 

시선들이 쟤는 어떡하노 이 정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릴 때여 가

지고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중략) 쟤네 에꼬다, 지꼬

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쟤네 아빠 에꼬야, 다리 부러진 그런 이야기. 

우리 애들끼리 그런. 그런 애들이 좀 왕따 당하고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

러면 누구네 집에 에꼬 딸이다 쟤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같은 그래서 

싫었어요. 장애라고 해서 장애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

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은 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얼마나 

좋을까,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하고 있어요(2019-DF5).

거의 장애가 있다고 하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거의 바보 취급을 하

는데 그 집이 돈이 좀 있고 살 만하다 싶으면 돈을 위해서 간섭한다 이럴지

는 몰라도 그 외에서는 확실히 장애인 가족들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부

모 자체들이 바로 욕하지 않고 멀리서 못하게 한다. (중략) 장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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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직장이 없어서 거의 

다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영예군인이라고 해서 나라에

서는 당연히 저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영예군인이든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영예군인인 게 

뭔 상관있어요. 자기들이 먹고살기 힘든데(2019-DF1).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저조함’,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따로 존

재함’이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저조한 인식과 낮은 감수성은 북한 사회가 장애인을 복

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결국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에서 

기인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

견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배려하는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아픔을 느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략) 그게 국가로

부터 이런 장애인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배려를 해준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복지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장애인들 배려

해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 인식이, 편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것부

터 개선해야 당연히 가족이나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요(2019-DF3).

한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구두, TV, 시계 등을 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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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장애인들

만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머리가 좋아서 

대학가는 게 기술이거든요. 시계 수리, 양복, 옷 만드는 거 있잖아요. TV 

수리공, 수리공 같은 거, 구두 수리. 이건 장애인들이 해야 하는 거라고. 그

런 직업은 장애인들이 가져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2019-DF3).

4) 장애인 복지 제도 및 혜택

(1) 영예 군인을 위한 혜택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영예군인을 위한 혜택으로 직업 마

련과 생계유지를 위한 영예군 공장, 주기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 

등으로 조사되었다.

영예군인들을 보면 회사라도 영예군인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예군 

공장이란 것이 있어요(2019-DF6).

저는 시아버님이 특류였거든요. 특류 영예군인이었는데 시아버님이 혜택

이 많았었어요. 군에서 제대될 때는 그냥 영예군인으로 제대를 해서 두팔

성괴사라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를 자

르시고 특류를 받으셨어요. 군 쪽으로 그런 건데 그때도 혜택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결혼을 하셔서 김정일이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직접적으로 다가 들어가서 보건부처장이 직접 내려와서 그때부

터 혜택을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받았어요. 국가에서 그런 삼륜차? 여기 

휠체어 같은 것도 받았었고, 쌀이라든지 TV도 받았었고 선물도 주기적으

로 내려와서 받았었는데(2019-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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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흥 보조공학기술의 발전과 쇠퇴

함흥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의수족을 제작, 생산할 수 있는 재활센터와 

교정기구 공장이 있으며 2012년 함흥의 교정기구 공장에서는 1000개 이

상의 의수족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과 식량 부

족 등으로 인해 의수족을 생산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

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이라는 게 함흥에 보면 불구들 있잖아요. 불구들. 의족도 해야 하고 

팔도 없고 손가락도 없으면 의족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함경남도 함

흥에 의료기구 병원이 있어요. 의족도 만들고, 이런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그런대로 가는 것이 혜택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줄 서서 있는데. 옛날에는 함흥에 가면 나라에

서 등급에 따라 퉁류 영예군인이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했는데 최근에는 아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정도는 빽 있고 조금 그런 사람들은 그런대로 하

는데, 진짜 순서를 정해놓고 몇 년 이내로 되기 힘들거든요(2019-DF6).

어떻게 보면 97년 이전까지는 함흥에 있는 교정기구 공장에 있는 가족들 

다 먹고살았거든요. 진짜로 일이 많았고 정부 혜택을 받는 영예군인들 무

조건, 영예군인 공장, 영예군인들 1년에 한 번씩 의료기구 교정할 수 있게 

했고 가서 치료할 수 있고 내 몸에 맞출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함흥에서만 

했기 때문에 함흥에서만 나눴기 때문에 함흥이 유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내수적인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 그 안에서 연구를 해서 세

계적인 연구가 되고 교류가 되고 MOU를 하고 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

고(2019-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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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구의 수입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으며 내수

시장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현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의 나라에 의지를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국경은 주로 중국 쪽에서 돈이 있으면 중국 쪽으로 거의 넘어가서. 휠체어

나 이런 것은 중국에서 바로 수입을 하니까. (중략) 장에서는 못 구하고, 제

가 이야기했다시피 장마당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의뢰를 받

아요. 의뢰를 받아서 중국 쪽에서 맞춰서 가져오는 것은 있어도 내수를 해

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2019-DF1).

(4) 장애인 교육 제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 제도로서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위한 맹농학교가 

있으며, 신체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지적장애인은 주로 부모

가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학교라고 하면 말 못 하는 벙어리 학교, 농아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신체장애는 없어요(2019-DF6).

지체장애는 학교를 거의 안 보내죠. 다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니까.지

적장애 자식이 있다고 하면 부모 손에서 죽을 때까지 자라게 하지, 신체장

애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2019-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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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복지 제도의 어려움

(1) 영예군인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전무함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는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일하다 장애를 

입은 영예군인에 대한 혜택과 특혜가 주를 이루며, 그 이외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거나 영예군인 이외의 장애 유형에 대한 복지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생이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선천적인 소아마비 환자여서 6살까지 살다

가 돌아가셨는데, 일체의 국가 도움을 받아보지 못하고, 길 자체를 장애인

들이 나아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밖에 한 번도 못 나갔고 어릴 때 업

고 나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밖에 못 나가보고 사망하셨고

(2019-DF4).

영예군인은 국가에서 공로를 세워야 영예군인인 거고요. 자기들의 장애를 

통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형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기차를 탈 때도 우리 언니가 부축해야 기차에 올라갈 수 있고 버스도. 여기

(한국)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국가에 공로를 세웠든 

아니면 자기가 장애로 태어났든. 거기는 그게 전혀 없어요(2019-DF3).

그러니까 제도 자체도 보면. 영예군인한테만 그렇지 일상생활자나 내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가 불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장

애인에 대한 혜택은 없고 그냥 영예군인에 대한 혜택이죠(2019-DF1).

(2) 고난의 행군 이후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듦

여기에는 영예군인을 위한 혜택마저도 고난의 행군 이후로 식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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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자 부족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49호 보양원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식량 배급

을 정지하고,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식량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영예군인을 놓고 볼 때 나라가 그런대로 혜택이 좋았다고 할 때는 명절 때

마다 선물도 내려오고 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작하면서 그것도 다 잘려가

지고 영예군인에 대란 일체 다 잘렸어요. 영예군인이라고 하면 다리 잘라

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도 배려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가정적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고난의 행

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됐어요(2019-DF6).

추방되어서 가서 거기서 49호 병원 같은 데 보냈는데, 병원시설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 틀려요. 주로 이런 농촌 쪽에, 시골 쪽에는 일체 식량을 본인

이 내야 해요. 저는 2013년도에 넘어왔는데, 고난의 행군 시작되기 전에

는 그럭저럭 배급이 자기 식량을 안 내고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 먹고살

았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체 본인들이 개인이 먹을 식량

을 나눠 가야 해요(2019-DF6).

(3)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않음

북한사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며, 영예군인에게 제

공하는 혜택은 복지보다는 보상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지체장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라든가, 후천성이라든가, 선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없어요. 영예군인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보상이 있기는 한

데 그것은 그냥 보상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

어요(2019-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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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하고 북한의 복지하고 보면, 북한은 복지 자체가 없어요. 복지

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라에 충성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영예군인

이라는 타이틀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복지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다리를 다쳤다거나 약

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직업 같은 것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북한 자체가 뭐라고 하지

(2019-DF1).

6)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

(1)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위한 시설 필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안으로서 ‘장애인 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보건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함흥시 인근에 장애인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북한에는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병원

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노동능

력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보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함흥시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 지리적 위치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나왔다. 

저는 여기서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중

략)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걸 방치해 버리니까 북한은 그것을 좀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

람을 그냥 방치해서 치료를 못 해서 그냥 아예 그 기회가 그렇게 되는 게 



246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가서 재활을 해서 나아지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재활하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이 많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2019-DF3).

재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운동선수들 재활해 주시기도 하는 분들도 많

이 계시거든요(2019-DF1).

(2) 전달체계와 제도 마련이 급선무

남북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내에 전달체계와 제도는 남한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체

제인 북한 사회는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기반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북한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없

으니까 뭔가를 준다고 해도 거기에 맞출 뭔가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한

다고 하면, 북한하고 교류가 이어진다면 제도에 대한 (중략) 북한은 지방조

직 자체가 당에서 내려오는 조직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게 북한이잖아요. 

당이 없이는 할 수 없고(2019-DF1).

(3) 정치영역과 무관하게 장애인 분야는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하다고 봄

장애인 관련 분야는 정치영역과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교류협력은 장애인들이 소수자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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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란 게 정치와 무관하잖아요. 정치 쪽 하고는 틀리

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정치하고 무관하니까. 북

한도 소위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기본인데, 지금 유엔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랑 해서 장애인이라던가 

하면 다른 것과 다르게 좀 되지 않을까. 뭘 한다면 의사 출신의 사람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북한 자체가 복지라는, 복지사라는 자체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인식을 줘서 체계적으로 복지사 양성도 하고. 정치와 무관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2019-DF6).

(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이 필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해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흡수

되고 정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들도 남한에서 거주할 때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에 공감하며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도가 서면 사람은 따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삼촌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왜 저러냐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를 키우면서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마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애

가 물어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되어서 조금 아픈가 봐, 마음이 아픈가 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북한도 제도 자체가 서면 

거기에 따라 사람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2019-DF1).

아직까지 북한은 제도가 국가에서 장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이 

그렇지, 북한도 한국처럼 장애인을 보면 제도가 바뀌고 자연적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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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인식도 바뀌고, 내 손자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바

뀐다고 봐요 저는. 저도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형부가 장애인이라

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애가 막해도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은 애가 막 하면 시선이 쏠리거든요. 너 

장애 가졌는데 왜 그래. 그런데 한국은 시선을 그렇게 주지 않더라고요. 배

려를. 배려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떤 애가 그러면, 아 쟤는 왜 저래 수군

수군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자연 흐름으로 가잖아요. 국가

적으로 가야 해요. 자연히 사람들의 인식도, 아 우리가 배려해야 할 이웃이

고, 배려해야 할 약자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따로 교육을 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이런 흐름을 제도 개선을 해주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배우잖아

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2019-DF3).

저는 일단 첫 번째가 한국이랑 북한이랑 교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군인들의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바꿨

으면 좋겠어요. 개선을 해야만 국민들이 인민들이잖아요. 북한은 인민들

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한국처럼 똑같이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이 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잖

아요. 저희는. (중략)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편견. 그것부터 

인민들 자체가 바뀌었으면 나중에 들어간다고 해도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2019-DF5).

(5)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인식 정립

북한사회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복지와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

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북한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양성기관이 나와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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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해주고 그러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그 인식이 개선되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라고 공감을 

하거든요(2019-DF6).

나. 장애인 복지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분석한 결과 첫째, 활동 

동기, 둘째, 북한의 장애인 실태, 셋째,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넷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활동 동기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동기로는 장애

인 당사자로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동기와 지인의 

추천과 통일을 향한 소명, 장애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동기로 조사되

었다.

(1)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동기

연구 참여자 2019-PDM2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간의 장애인 교류협력은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복지

가 정치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의 연

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권리실현과 

복지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

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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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에 대해 접근을 한 건 작년 초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통일에 대한 장

애인 윤리적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오히려 민족 통일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상식적

으로 장애인에 어떤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념도 초월할 수 있고 정

치적인 색깔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가 아

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애란 부분이 정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통일이란 부분을 생각할 

때 작용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뭔

가를 해나갈 수 있는 입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019-PDM2).

제가 남북장애인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동안 남측에 있는 장애

인들이 이 안에서 수많은 고난을 깨면서 어려움을 깨면서 해 왔지만 가장 

후회되는게 그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잘 된 것 같지만 실제 이번 등급제 폐

지도 그렇고 모양만 그렇게 되었지 장애인의 삶하고 전혀 동떨어진. 적어

도 북한에서만큼은 그런 과오를 치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장애인 당

사자로서 마음이 동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되게 그랬기 때문에. 

(2019-PDM2)

(2) 지인의 추천과 통일을 위한 소명

연구 참여자 2019-PDM3은 북한의 장애인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지

인을 통해서 북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확신하게 되면서 7년 전 대북장애인 NGO를 설립하여 북한사업을 적극

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에서 일하고 있고요. ○○가 ○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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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의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그 전부터 오

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생님하고 신학생 시절부터 교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를 만들어서 북한 돕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 이사로 들어가면서부터 북한사업을 조금 관여하게 되

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에서 나오게 된 시점으로 저는 개인

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소명을 받는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고

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새로운 NGO를 만들어서 함께 북한(사역)

을 함께 하자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우게 되었죠(2019-PDM3).

(3)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연구 참여자 2019-PDM1은 호주에서 장애인 사역을 실천하고 있지

만, 북한 장애인을 향한 사랑과 소명을 갖고 국내 대북장애인 NGO와 협

력하여 북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 북한에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북한 장애인의 실태를 여실히 확인하고, 장애인 복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

하고 있었다.

2012년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저는 장애 쪽밖에 인생에 허락된 부분

이 없어서 어딜 가든 장애 쪽만 찾아서 했는데 다행히 ○○ 단체가 하고 있

길래 같이 가서 사역을 했고요. 20몇 년 전에 사역을 할 때는 서로 다 사랑

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내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호주 진짜 제 사랑이 

필요없죠. 물론 너무 선진국이 되어서 사랑이 필요한데. 그건 이미 경험을 

넘어갔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밖에 난 몰라. 

너무 억눌려 사는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주어진 그 사랑. 우리가 두 번이나 

시드니에 장애인들을 초청해봤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어떻게 북한을 

떠나서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시드니까지 와서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교회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가는 이런 사랑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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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들이 말하는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저들

이 말하고 싶은 것을 혹시나 대신해서 말하고 싶은 거지, 저는 전도문제와 

다른 거예요. 장애문제는. 사상문제도 아니고. 사역자로서 제가 할 말이 많

지만 그건 다 빼버리고 현장을 보면 이 정권은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구나. 내가 정권을 편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연구를 해보고 이야기를 내가 꼭 해줄 수 있는.(2019-PDM1).

2) 북한의 장애인 실태

북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바라본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장애인 복

지 구축과 실현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와 제도

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 런던 장애인올림픽 이후로 북한 내 장애

인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관심이 고조되는 단계라고 보았다.

(1) 사회주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 실현은 유리한 입장에 서있음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장애인 복지가 구축

되어 가는 초기 단계이며, 그런 차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회주의의 특성상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시스템과 그런 시

스템이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제공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

한 복지 제도를 만들고 구축해 나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하고 유

리한 상태라고 보았다.

북한의 장애인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체제,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가

진 특성상 장애인 존재가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매우 유리하다. 이유는 뭐

냐면 사회주의란 모든 것을 정부로부터 제공을 받고 약자들에게 먼저 제공

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나 장애문제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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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말해서 한 80년 정도에 멈춰버린 자연스러운 상

태다. 그런데 2011년, 12년부터 이 주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쓴 게 없는 거예요(2019-PDM1).

일단 사회주의라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해서 그렇지.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인건비가 제

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서 저거를 돕자고 

하면 정부는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주의가 다 공평하게 잘 살자라는 거죠(2019-PDM1).

(2)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연구 참여자 2019-PDM1은 북한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북한의 장애

인 상황과 실태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았다. 서구 복지국가의 기준으

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북한의 경제발전과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금씩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과 기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저한테 준 자료. 여러 가지 노동신문, 잡지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얼마나 그 나쁘냐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나쁜 게 아닌데 다른 건데.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늦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이죠(2019-PDM1).

(3) 장애인 조직과 제도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

현재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는 장애인 관련 영역을 구분(예술,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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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재활, 여성, 농맹 등)하고 조직적으로 세분해 나가려는 움직임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자 2019-PDM3에 의하면 농

인협회, 시각장애자협회 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향후 장애 유형별로 다양

한 협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 평양순안국제공

항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평양시에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등 빠

른 시간 안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강화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었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스포츠, 예술, 저처럼 특수교육, 재활, 여성장애 부

분, 농맹부분,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중략) 소식만 전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전화만 해주면 자기들끼리 움직이

는 것처럼. 자기역량, 허용된 자기역량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하려

고 애를 쓰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2019-PDM1).

저는 북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순

안공항이 재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생기고 장애자를 위한 

주차장이 생기고. 이건 북에서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일어나기 시작

했고. 지금 장애인을 위한 택시, 현재 25대가 평양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

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처우가 굉장

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

직 한국처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 싱가포르에 보셨으니까 

그때 또 거기서 발표하는 거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농인협회 회장도 나와

서 자기들 농인협회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고 또 시각장애자협회도 있

고. 그리고 어린이 회보, 장애아동회보 건도 있고. 이렇게 조금 지나서 또 

만나보면 뭐 하나 생겨있고 또 조금 지나서 만나보면 또 작년에 없었던 하

나 더 생겨져 있고. 점점 더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지장협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 유형별 협회들이 북에도 생겨나지 않

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2019-PD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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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위상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 부상

2012년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그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북한이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자격을 획득

한 것은 독일 베를린 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서 신체장애인인 림주성 선

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으로 나타나면서 북한 사회에 그늘 속

에 감춰져 있던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로써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위상이 높아지고 김문철 위원장을 비

롯하여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관심이 모아지

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잊혀져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비행기를 타고 나간다. 이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항 직원들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

깝게도 5경기를 다 출전을 못 하게 되었죠.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으

니까. 그 사실을 전지훈련 중에 알게 되었어요. 출전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두 명을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협상을 하고 했더니 그다음 달에 있

는 독일 장애인수영선수권에 나가서 예선을 통과하면 출전자격을 특별히 

부여하겠다고 해서. 그중에 딱 한 명 림주성이 통과를 해서 출전을 하게 되

었는데 그게 북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과 모든 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죠(2019-PDM3).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이후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장애인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북한의 장애인 사업을 총괄하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라는 기

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위상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조직도 엄청나게 커지

고 지금은 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싶

어하는 기관이 되는 계기가 런던 올림픽이었다는(2019-PD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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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을 위한 남북 지원 정책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뤄

온 남북 교류사업의 현황과 발전단계 및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것

이다. 여기에는 북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재활, 해외교류 

협력사업, 해외 기구 연합을 통한 사업의 확대 가능성, 사업 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1)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장애인 관련 사업 진행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 장애인 교육 지원, 북한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북한과 예술 체육활동 교류,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남북한 수어, 점자를 

통합하는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것은 남한의 

비영리기구가 북한에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서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

업을 추진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 간의 

교류와 협력이 영역별로 세분하여 논의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처음 하게 된 것은 북한의 

11개의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농학교 맹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것을 돕

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

육, 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살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돋보기를 

만든다든가, 태양광 랜턴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2019-PDM3).

그러다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남을 통해서 조금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된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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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의 손말, 수화가 다르거든요. 수화를 통합하자라는 것. 또 다음에 

점자, 점자로 교류하자. 남북한 간의 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

는 과업. 그리고 그 점자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남쪽에서 지

금 작은 중소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자를 전산화시키는 것

을 통합시키고. 이렇게 남북한 간의 장애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게 조

금 세분화되어서 이제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

아요(2019-PDM3).

그러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절에 북한에서 작년부터 장애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어울려서 체육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북한 안에서도 좋은 어떤 소문이 나고 또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어울

려서 활동을 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아

무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죠(2019-PDM3).

(2) 장애인 대상 해외 교류협력사업 진행

해외 교류협력사업으로는 시드니의 지적장애인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

여 해외 장애인과의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북한의 장애인이 해

외(영국)에서 제빵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의 특징은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협력보다는 제3국을 통해서 남한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3국의 장애인,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점이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시드니에서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들어갔죠. 거기에 관

한 것들이 조선의 반응이 너무 좋았죠. 저는 이론적으로 장애신학을 몇 번

을 시도해 왔었는데 굉장히 꽃이었어요, 열매였고. 이 지적장애인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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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 개성공단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도는 데 모든 북한사람들이 좋아하

고. 이게 실전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장애인의 모든 행동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 사회는 규범화된 사회거든요. 그것을 넘어가

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들이 

보기에 좋았겠어요(2019-PDM1).

구체적으로 북의 장애인을 데리고 나와서 런던으로. 런던에 웨스터미스턴

킹스 칼리지라고 가장 오래된 직업 전문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 제

빵 연습을 시켜서 장애인이 직접 빵을 굽는 서구식 베이커리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2019-PDM3).

(3) 해외 기구 연합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사업 확대 가능성 모색

최근 여러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국제장애기금(IDF: International 

Disability Fund)을 만든 것은 북한과의 사역을 주도하는 데 한 개의 단

체가 아닌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움직이자는 흐름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획기적인 부분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었다. 김문철 위원장(조

선장애자연맹)은 IDF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아시아권 장애자연맹을 설립

하여 북한이 지원만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제3국에 북한과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이는 남북 간의 장애인 교류와 협력이 단순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

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번 싱가포르 포럼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

희 정○○ 목사님, 오○○ 대표님, 이○○ 선생님,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해

가지고 IDF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Internation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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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라고, 그래서 최소한 북한사역만큼은 우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같

이하자. 그런 차원에서 IDF를 만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조선장애자

연맹의 김문철 위원장에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

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IDF의 멤버로 가입하고 싶고 또 싱가포르이나 베

트남이나 다른 나라도 초대해 가지고 아시아권의 장애자연맹을 만들자. 

그러면서 김문철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북한이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하자. 우리는 돈은 없지

만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장애인

을 돕는 데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가서 일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력

이 될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

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북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같이, 같이하는 중에 북한도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

시아에서도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같이하면 좋겠다는 그런 새로운 가

능성을 갖고요(2019-PDM3).

연구 결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특징은 해외 기구와의 연합을 통해 북

한이 쉽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연구 참여자 

2019-PDM3은 ○○라는 비영리단체가 북한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

던 것은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해외 기구들과 연대해서 북한과의 교류사

업을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남한보다는 제3국과 연대하여 진행할 때 북

한이 갖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수용하는 점을 확인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예로서 북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영국 직업전문대학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북한 장애인 직업교

육 및 직업재활 준비 등을 하고,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와 협력하여 북

한 B형 감염 치료예방 프로젝트 등이 준비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해외 동포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구들과 기관들과도 연대해서 가는 게 

앞으로 남북관계의 좋은 재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남북+영국이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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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든 다른 여러 나라들의 민관 어느 기구든지 개입을 시켜서 그림을 만

들어내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이것들이. 이번에 저희가 런던포럼가서 

제빵 교육하는 것도 런던에 있는 CCCB라는 네 개의 전문대학 연합체가 

있거든요. 거기가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전문대학들이더라고요. 그 

대학들하고 제가 MOU를 맺으면서 영국하고 같이 가니까 북한이 거부감

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쉽게 쉽게 수용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북한 보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프랑스에서 파스퇴르 

연구소하고 폐결핵, B형 간염 치료예방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기 위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단계인데요. 이렇게 국제적인 연맹을 만들어서 시

작하는 게 그냥 남북 간의 당사자 차원의 사업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을 띨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2019-PDM3).

(4) 사업 수행에 따른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경험하는 어

려움으로는 북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북한의 사회주

의 체제로 인해 사업 수행에 적지 않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점, 사업 

수행에 있어 정부의 협조와 지원 부족 등이었다. 연구 참여자 2019- 

PDM3은 남북한의 수어와 점자를 통합하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북한에 점자도서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 점자 전산화 작업을 위한 

통신 시스템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019-PDM2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북한 지도부와 사업 합의에 이르렀

는데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무산된 경험 등이 나타났다. 

6월 달에 유엔에서 있었던 당석회의를 북한하고 공동주최하겠다는 부분으

로 사업제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사업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내용 좋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대한 해마다 유엔에서 하는데 그것

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동 발표를 하면서 국제사회 안에



제4장 북한의 장애인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261

서도 북한이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북한에 

대한 체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국제사회 안에서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되게 좋다고 해서 처음에 진

행을 했는데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통일부에서 이거 괜찮은데요. 

(중략) 그런데 나중 결론이 하노이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났어요. 이런 부분

에 있어서 정부에서 좀 저희는 놀랐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이쪽에 일에 있

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

었는데 실제 결론적으로는 통일부에서 제때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저희가 

당사부회의 때 참관하는 부분까지도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정세

적인 부분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되었어

요(2019-PDM2).

제가 북한의 장애인을 돕는다고 했을 때 비교적 북한을 아시는 분들이나 

북한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뜻밖이라는 반응이 초기에는 되게 많았어

요. 북한에서도 장애인사역을 하게 해주느냐. 왜냐면 북한에서는 원래 사

회주의 낙원에 장애인이 어디 있냐,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적 분위기가 있었고. 평양 시내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나 장

애인들이 평양에는 거주할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2019-PDM3).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북한의 특성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KT랑 같이하려고 했던 사업이 뭐냐면 북한의 점자책을 여기서 인쇄해서 보

내주는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펀드도 다 KT에서 이미 측정되어 있

고.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책을 10권이든 20권이든 선정해주면 우리가 인

쇄해서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책은 1권도 밖으

로 못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너

무 많고.(중략) 지금 막상 남북한 간의 장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아

이템들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제재 국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내는 게 

현재로서는 너무 제약이 많다라는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2019-PD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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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준수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발전 가능성 모색, 둘째, 해외 동포와 협력하

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셋째, 북한의 주체사상

을 아는 고도의 협상기술이 필요, 넷째, 눈앞에 성과보다 먼 미래를 바라

보는 자세 필요, 다섯째,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류협력 필요, 여섯

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일곱째, 장애인 당사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접근할 필요, 여덟째,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 교

류협력을 모색으로 도출되었다. 

(1)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준수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발전 

가능성 모색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출하면서 북한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

리와 복지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는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앞

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준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저도 장애인당사자그룹이 실제로 북한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어떤 색깔

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존에 있는 

틀하고는 차별성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당

사자 차원에서 어떤 물리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다고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졌을 때 북한

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협약에 대한 이행과 준수에 대한 부분에 있다고 했

을 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도 4년마다 이것을, 12월 말에, 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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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치 않게 북한에서 발간한 초기보고서 북측 말로 표현된 초기보고서를 보

게 되었어요. 가입하고 나서 2년 내에 내는 거라면 4년마다 한 번씩 국가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매개가 되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

을 협조하고 돕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 있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그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당사자

가 서로 협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에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2019-PDM2).

(2) 해외 동포와 협력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앞선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해

외 동포, 해외 기구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남북 교류는 현재는 불가능해요. 현재까지는 될지는 몰라요. 남북 교류라

는 것은 정치 문제거든요. 정치 문제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해외 동

포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을 하게 돼요. 2012년 2010년부

터 진행된 이 사업은 해외 동포가 개입되어서 가능한 거예요. 해외 동포는 

우리 민족이거든요. 해외 동포 중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사역자가 끼

면 이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남쪽, 북쪽 교류가 이뤄지는 

그래서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저는 학술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이쪽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면 일이 생기고 이쪽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2019-PDM1).

저도 처음에 이 단체를 시작할 때 연평해전 나오고 3일 뒤였어요. 그러니

까 다들 뭐하는 짓이냐는 분위기였어요. 앞으로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남

북 교류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북한 돕는 NGO를 만드냐고 이야

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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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이 막히면 돌아가

면 된다.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세웠

던 기치가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아가 하나

되는 뉴코리아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해외 동포들과 협력하는 것을 저

희의 비장의 카드로(2019-PDM3).

늘 저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많았어요. ○○는 남한단체냐, 해외 동포단

체냐.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도, 왜 ○○는 지금 다른 단체들 아무것도 못하

고 있는데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해외 동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니까. 그런데 그게 남쪽과 북쪽 양쪽에서 어느 정도 당국자 차원에서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회색지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단체 안되지 않냐. 그래서 해외 동포와 해외센터가 

많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북에서도 남한 것 우리 안 받는다고 하면 

해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 남북 교류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일

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동포와 연합해서 가능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것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제3국과 연대해서 북한과 같이 가면 그것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2019-PDM3).

(3) 북한의 주체사상을 아는 고도의 협상기술이 필요

남한 사회의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잘 아는 고도의 협상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북한의 체제

와 사상, 그들의 소통방식을 잘 이해하고 경험한 단체나 협상기술자를 통

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여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협상자를 정말 고도의 협상자를 보내서 

간도 쓸개도 다 내놓을 사람, 이 사람을 보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해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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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흘러가도록 유통하는. 유통이 되면 남쪽에서 해도 되고 자기들이 목이 

마르면 남쪽 사람 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통일부가 하면 돼요(2019- 

PDM1).

남북관계 및 북한과의 사역은 협상당사자가 가장 현재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어떻게 보냐면 태도를, 북한은 자기가 전 세계로부터 

맞는 비난을 회피하고 싶잖아요. 저처럼 비난을 받으면 회피를 어떻게 할

거냐. 장애문제는 북한을 정상국가화시키는 데 가장 요긴한 정책이 되거

든요. 전략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욕구와 니드를 보고 협상자가 협상

을 볼 때도 겸손히 해요. 아 그렇지, 힘들지,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 

너희들 정말 힘들지. 들어주고 계속 들어주고. 다른 도움은 필요한 게 없

냐. 이 사람들은 주로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절실한 것을 먼저 꺼내지

만 절실하지 않는 것은 꺼내지 않아요. 어떤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주로 저는 프로포절을 먼저 내고, 야 여기 

10개 있는데, 그중에 골라봐. 지금 필요한 거 뭐요. 위에 회의를 해서 결정

해봐(2019-PDM1).

(4) 눈앞의 성과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 필요

당장의 성과를 창출해 내기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세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연구 참여자 2019-PDM1은 북한

에 대한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으며 연구 참여자 2019-PDM2 또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걸어가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2년 6월에. 지난 6월에 7년 언덕을 잘 넘은 것 같습니다. 자주 가려고 

애쓰고 작년에 7번 갔고. 올해는 뭐. 7번 가보니까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

으로 한 달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러 들어가보니까 가는 것과 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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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런 차이를 연구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방향은 잡았어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2019-PDM1).

정치적인 이 시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뭔가 확실하지 않고 위험할 것 같지만 10

년, 20년 앞을 보고 좀 더뎌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

서 정말 우리가 남북 장애인 협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성

과를 보고 지금 당장의 어떤 것을 보고 나가기보다는 지금의 그것보다는 

숲을 보고 나가는 자세로서 우리가 좀 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

게 됐고(2019-PDM2).

(5) 장애인 당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류협력이 필요

연구 참여자 2019-PDM2는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특히 남북 간의 장애인 교류협력은 일반 교류협력을 넘어서서 장애인

이 가진 특수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저도 좀 어떤 부분이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좀 중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고 당사자주의라고 표현할 때는 장애인, 저 같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

라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고 이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런 사고

를 갖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비장애그룹이나 기관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만큼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 시각에서 보고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2019-PDM2).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남북 교류사업을 일반적

인 기준에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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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더 정부에서 가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 일반 남북협력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 이런 것을 할 때도 장애인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가미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략) 정부에

서 실질적으로 잦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의 부분보다도 장애인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추후에 남북 장

애인 교류의 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금보다는 전략적인 태도

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2019-PDM2).

(6)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연구 결과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북한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정부 측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민

간단체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셨듯이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중략) 그래

서 추후에 남북 장애인 교류의 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금보다

는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2019-PDM2).

(7) 장애인 당사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접근할 필요

남북 교류협력사업도 사업의 성패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즉,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반으로 할 때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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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냐고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

해요. 저희가 정말 초심과 본질로 돌아가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

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도우려

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우리 단체의 

이름을 내보이겠다든지, 또 우리가 뭔가 한 건 해내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경쟁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에 의해서 휘둘릴 수도 있고, 해주면서도 무시당할 수 있고 이런 부작

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야죠(2019-PDM3).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앞으로 김문철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있

기는 한데 김○○ 위원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진정하게 위하는지 분별을 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와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

각이 들고요. 정말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눈물도 많고. (중략) 정이 많아요

(2019-PDM3).

(8)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

해외 동포, 해외 기구를 넘어서서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에서 도출되었다시피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와 북한 보건사업 협력, 영

국 제과전문대학과 북한 장애인 직업교육 협력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을 통해서 북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북한도 남한과 협력하여 제3국의 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발

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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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제3국과 연대해서 북한과 같이 가면 

그것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2019-PDM3).

  2. 분석의 함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는 총 7명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장애인 관련 경험은 5가

지의 범주, 14개의 상위 주제, 33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장애 유형으로 영예군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와 지체장애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는 데 혼동이 있었

다. 북한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두고 있

었으며,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무서운 존재, 감추고 싶은 존재, 배제와 격리의 대상, 연민, 차별과 멸시

의 대상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혜택은 주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

이 많았으며, 그 이외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와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흥의 보조공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재정

난과 식량난으로 공장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의 보조기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육제도는 주로 신체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적장

애, 지체장애를 위한 교육제도는 확인된 바가 없었다. 장애인 복지 제도

의 어려움으로는 영예군인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복지 제도가 부

족하며, 고난의 행군 이후로 영예군인에 대한 혜택마저도 줄어든 상황과 

49호 보양원에 입원 시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또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아 북한의 장애인 

복지는 영예군인을 위한 보상의 개념에 가깝고, 복지 개념 자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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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나타났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으로 장애인이 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보건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

며 지리적 위치(함흥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앞서 교류협력을 위한 전달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교육 마련,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인식 정립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한편, 장애 영역은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남북 교

류협력 활동 동기, 북한의 장애인 실태, 장애인을 위한 사업, 남북 교류협

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장애인 복지 전문가의 활동 동기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들의 인식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기와 지인의 추천과 통일을 향한 

소명의식, 장애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동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인 복지 전문가 모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권리와 소명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장애인 실태로는 사회주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

기에 유리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입장에 있으며,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비교가 아니라 북한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며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한편, 장애인 복지 관련 동향으로 장애인 영역(예술, 체육, 특수교육, 

재활, 여성, 농맹 등)별로 구분하여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장애 

유형별 협회를 조직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인 택시 등을 신설, 운행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열린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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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이 출전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음지에 머물렀던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는 데 획기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북한의 장애인을 위해 일군 사업으로는 

북한 장애인 교육 지원, 북한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북한과 예술 체육활

동 교류,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되

었다. 최근 북한과 수어와 점자를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둔 교류 등 한 단계 

의미 있는 교류들이 이어졌으며, 그 밖에 북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해

외 교류협력사업 등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북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협력,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동포, 해외 기구와의 연합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 온 구조였기 때문

에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북한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사업 내용을 교류하는 데 물리적, 환경적인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실제 북한의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놓은 

사안이 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대와 제안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

(CRPD) 이행과 준수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발전 가능성 모색, 해외 동포

와 협력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북한의 주체사

상을 아는 고도의 협상기술이 필요, 눈앞의 성과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 필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류협력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장애인 당사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접근할 

필요,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등의 의견이 도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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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 장애인 분야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남북 장애인단체들은 2000년대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후 교류를 지속

해오고 있다. 2003년 10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방콕 워크숍에서 두 명의 북한대사관 대표가 참가해 남한 대표들과 서로

의 장애인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아태지역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조선장

애인지원협회 소속 대표 두 명이 참가해 남한의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향후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이성노, 2018).

2004년 설립된 등대복지회는 북한어린이돕기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펼친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이다. 

2005년 북한 장애자보호련맹과 합의한 후 북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보장구, 장애인차량 등 장애인용품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될 때까지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활동, 시각·청각 장

애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활동,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한 콩우유 빵

공장 지원,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장애인 재활치료 및 종합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이성노, 2018).

2006년 12월에는 ‘남북장애인 재활·교육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해 재

활분야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특수교육 및 재활전

문가들의 교류를 넓히고 관련 시설을 지원할 것을 합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복과 축구공 등 4000여만 

원 상당의 체육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표들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초청으로 방북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남

북 장애인 스포츠 교류를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적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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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방하며 출범한 국제 푸른나무는 2011년 인도적 지원사업과 함께 남

북 장애인 교육 및 문화 교류사업에 대해 조선 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

회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북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용품 

제공과 훈련 등을 지원하며 북한 장애인 선수들을 국제 스포츠 무대로 이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가 있다. 남

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남북 장애인 재활치료 교류협력을 위한 상생

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2018년 4월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 킨슬

러재단, 홀리시드(Holy seed)연구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언어재

활사협회,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사학회, 국립

대병원 재활의학과팀(실)장협의회, 한국작업과학회, 서울특별시 물리치

료사회 등 국내외 관련 대학(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등) 교수, 국내외 임상전문치료사들과 협력하여 남북 장애인 재활치료 교

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9월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을 받았으며, 앞으로 북측과의 상호간 신뢰 아래 북측 장애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직업재활, 특수교육, 복지자립 등의 분야에서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박진호, 2019).

현재 남북장애인 교류사업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독교 

계열의 민간단체를 활용한 남북 장애인 공동사업 추진도 관련 예산 마련

과 추진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하며, 지나친 정부 

주도형에서 탈피해 남북장애인교류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이성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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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은 단순히 북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구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한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막혀 있는 이때에 남북한 통합과 화합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북한도 다른 어

떤 분야보다도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포용과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정부와 국내외 민간 사회복지

단체 및 NGO가 힘을 합쳐 장애인 복지를 통한 교류협력과 연계 지원 사

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남한이 과도하게 주도한다는 인상을 북한

이 갖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

의 특성은 북한 장애인을 위해 단지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

고, ‘아래로부터의 변화, 다시 말해 북한 사회와 주민, 장애인, 모두로부

터의 변화를 지향’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 및 주민들과 장애인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

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사업의 한계는 지원하고 나눠주는 사업에 너무 치중

되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지원하고 나눠주는 사업은 제공받는 그 때에

는 잠시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되지 않는

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바꾸

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은 바깥으

로부터 자원을 끌어들여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서비스, 그 외의 필요한 물

품들과 현금, 그리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나 기술 등을 들여오

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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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보태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

말 필요한 것은 문제를 마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일

이다. 그 행동이 때로는 자립을 향한 활동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회복해 나가는 힘으로, 주어진 삶을 보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대면해 가려

는 몸부림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이 있고서야 

비로소 밖에서 보내는 응원과 지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본 연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모두 다 담겨 있다. ‘아래

로부터의 변화’다. 공급자가 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어

떻게 보면 ‘대상자로부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제공하

는 서비스와 지원하는 실제 내용물도 대상자의 변화를 위한 매개물로 작

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아래로부터

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민간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국내외 NGO, 남한 정부 등의 자

원 창출과 지원을 통한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과 메커니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공급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

다. 북한의 마음부터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의 ‘탁월성

(excellence)’만이 아니라 ‘진정성(sincereness)’까지 겸비해야 한다. 진

정성 있는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이 되어야만 북한 당국과 주민,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또 결과적

으로는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국내외 교류협력 주체들도 성숙시킨다. 

‘진정성’의 토대 위에서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

력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사고방식 자체에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여

기에는 북한의 장애인만이 아니라 남한의 서비스 공급자들의 변화도 당

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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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이 아닌 통합의 관점에서 교류협력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을 위한 첫 번째 전제는 

통일(unification)이 아닌, 통합(integration)의 관점에 근거하여 교류협

력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통일학의 주류 관점이 “단순

한 순간적 통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통합의 개념에 중요성”(김계

동, 2006)을 부과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통일부의 공식 통일정책은 일시적 통일이 아닌 단계

적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시기 7·4 남북공동성

명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추진이 발표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1982년 전두환 정부 시기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마련되어, “민족통

일협의회 → 남북관계 잠정협정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의 과정을 거

치는 단계적 통합론이 제시되었고, 이후 1989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발전되어 “민족공동체 헌장 → 남북연합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의 과정으로 통일 단계가 제시되고,  1994년 김

영삼 정부 시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의 과정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은 김대중·노무

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의해 계승되면서, 현재의 3단계(화해협

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정책에 

기반을 두고, 통합의 관점하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

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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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설정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의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면, 북한보다는 남한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경향이 관찰된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의 체

제경쟁에서 뒤처진 상황 속에서, 북한은 체제를 개방하는 것에 부담을 가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의 

소극적, 미온적 교류협력 태도로 인해 교류협력사업의 전개 속도나 발전

이 더딘 형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장애인 교류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북한

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욕구에 기반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북한이 원하는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류협력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북한의 장애인 관련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형식, 우주형(2018, p. 25)은 2005년에 진행된 대화내용을 

통해,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하 연맹)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시급히 

요청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 보조기기(prosthetic/assistive device) 제작 및 생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지식, 기술, 자원, 문헌, 훈련

－ 우선순위는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 의지의 경우 북한에서 제조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재료가 필요. 

수량은 제한 없음.

－ 참전용사들을 위해 함흥, 송림, 서해안에 보조기기공장을 세울 

계획. 이러한 공장이 약 20~30개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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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맹은 전문가를 교육하여 조직 강화 원함: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 훈련, 자원/재정적 기반(material bases)의 강화, 협회 

역량 강화 등

－ 2500(평) 규모의 종합재활센터 건립 계획

젤웨거(2014, p. 25)는 2013년 연맹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을 통해, 연

맹이 아래의 사항에 대한 발전을 원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보조공학 이용 확대: 휠체어 등 이동보장구, 흰지팡이,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의 판매, 생산, 수리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고용과 직장

에서의 통합

－ 보호작업장 설립: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립, 장

애인이 소규모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지원

－ 장애아동 학습 향상: 이미 있는 교육 인프라를 혁신, 전자수화

사전 출판, 정보와 기술에 기초한 교육 도입

－ 정신건강 문제와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예방적 조치 증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 안전 촉진

－ Barrier-free Access 증진: 신축건물과 기존시설의 접근장벽 

제거

－ 련맹 요원의 역량 강화: 정보, 교육, 의사소통 차원에서 련맹 

직원의 역량 강화

－ 파트너십의 확대와 공고화: 국내외 수준에서 파트너십 확대 및 

공고화

－ 평양의 종합재활센터 건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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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보조기구, 재활공

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일반적으로 의료모델에 기반을 둔 욕구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의료·재활 중심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실

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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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한의 노인 복지 및 생활 실태

1. 북한의 노인 복지 관련 정책과 법제 

가. 노인 복지 정책

법령상 북한에서의 노인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규정

된다. 「사회주의 로동법」은 제74조에서 년로년금 수급개시연령으로 남자

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년로자보호법」

에서도 년로자를 남녀 60세 이상으로 하되, 노동연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자가 해당 법에 의거한 보호대

상임을 명시한다. 이는 남한에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인 65세보다 낮은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북한 주

민들은 대체로 50세가 되면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허옥희, 2016). 

북한에서는 노인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우선 노

동이 의무인 사회에서 연로해져 일할 수 없는 노인, 특히 무의탁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은 북한 정부 수립 시점부터 꾸준히 강조해 왔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35호로 채택된 “사회보험법제정에 관한 결

정서”에 기초해(문환, 2018, p. 28),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노쇠한 자에

게의 ‘사회보험’에 의한 물질적 보호를 천명(제17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를 통한 노인에 대한 물적 지원을 꾸준히 밝

북한의 노인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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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사회주의 헌법, 제72조).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10

대 강령에서 현금에 의한 방조의 구체적 예로 연금제도를, 사회보장보호

시설에 의한 방조로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을 명시한 것이 기초가 되

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CD본 주제어 검색). 이후 1951년 내각 

결정 제322호로 채택된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와 54년 “국가사회보장

에 관한 규정”의 제정, 61년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및 양생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의 무의탁 연로자 보호를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서 대상별 독립적인 사회보장법제를 체계화하기 시작한 2000년

대 이후 노인 일반의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이철수, 

2015, 정유석, 이철수, 2016).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년로자보호법」

을 채택하여 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였다(문환, 2018, pp. 28-30). 이 법에서는 ‘남녀 60살 이상의 

공민’ 혹은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을 대상으로(제2조),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

장하도록(제4조), 각종 노인 복지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식료품 및 생활

용품의 보장(제13조), 연금 및 보조금보장(제14조) 이외에도 주거를 포함

한 무장애 환경보장(제15조), 건강보장(제17조~제23조), 문화 및 여가생

활, 사회참여 보장(제24조~제32조), 고용보장(제33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 북한 노인들의 생활은 열악

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 연

구에서부터 이미 북한 노인의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송미순, 이은옥, 1992).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까지 보살피기에는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차적인 국가 지원이 혁명세대

와 미래의 혁명세대인 어린이와 청·장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들이 공식적인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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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민기채, 한경훈, 주경희, 2019).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기업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확

인된다(조성은 외, 2019). 

문제는 북한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 내부

에서도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예컨대, 오현철(2018)은 북한

의 60세 이상 인구가 13.1%에 이르러 인구 고령화가 가시화되었음을 지

적하였다(오현철, 2018, pp. 37-38). 평균적으로 젊은 층 2명이 2.5명

의 노인과 아동을 부양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18, p,14). 동구권 국가들에서도 고

령화로 인해 기여자는 주는 데 반해, 연금 수급자들의 규모가 늘어 고령

자 사회보장에 어려움을 겪은바(Müller, 2005, pp. 292-294), 북한에서

도 필요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오현

철, 2018, p. 38). 만약 북한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고령

화와 함께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공산이 있다. 

본 장은 북한의 노인 복지 제도 및 노인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핀

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최신 법령 자료는 물론이고 개

정 이전 법률 및 북한사 자료, 그리고 국제기구 발간 자료를 검토한다. 아

울러 이 자료들만으로는 북한 노인 복지의 실상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가장 잘 알 것이라는 가정하에, 북한이탈

주민 인터뷰를 병행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로 북한

이탈주민과 원활하게 교류하는 주 정보제공자(key informer)에게 만 50

세 이상 나이에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 10명을 추천받았다. 10명 

중 1명은 북한이탈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장기

간 체류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이에 총 9명의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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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 복지 법제

일찍이 북한에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왔

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는 배급제 이외에도 1946년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해 노령으로 인한 근로상실자

에 대한 사회보험을 운영하였다. 이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노쇠한 자

에게의 ‘사회보험’에 의한 물질적 보호를 천명(제17조)한 이래로, 지금까

지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를 통한 노인에 대한 물적 지원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사회주의 헌법, 제72조). 

즉,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

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CD본 주제어 

검색), 후자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

전히 또는 오래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

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CD본 주제어 검색)을 말한다. 

북한 노인의 소득보장은 후자인 사회보장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사

회보장법」에서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

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를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한다

(사회보장법, 제2조). 동법에 따라 사회보장년금이 지급되는데, 년로년금

이 대표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 남

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에게 년로년금을 지급한다( 사회

주의 로동법, 제74조). 이외에도 산업재해나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피부양자에게 유가족년금이 주어진다(사회주의 로동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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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조건

기본적으로 년로년금은 노동하는 전체 인민을 포괄한다. 이때 년로년

금 수령을 위해서는 노동강도에 따라 10년에서 15년을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다. 일반 노동은 남자는 15년, 여자는 12년 이상, 

중노동은 이보다 짧은 남자는 12년, 여자는 10년 이상의 노동연한을 채

워야 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p. 360; 민기채 외, 

2018b, pp. 141-142에서 재인용).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수 증언

에 따르면, 년로년금을 수령하려면 남자는 30년, 여자는 25년 이상 노동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 내가 아무리 일해도 일했다가 말았다가 일했다 말았다 해서 

25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 (25년 안 채우면?) 어. 아무것도, 돈 하나

도 없어. 돈이 없어. 배급만 있고(2019-OF3).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한 30년. (중략) 한 직종에서 30년씩(2019-OM1).

남자는 30년, 여자는 25년 이상을 근속연한이 될 때, 직장에서 일한 연한

이 연달아서 내가 25년 이상을 일했을 때 연로보장 대상이 되는 거예요

(2019-OF4).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의 인민이 의무교육을 마친 만 18세부

터 노동하기 때문에, 근로연한을 채우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증

언한다. 특히,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주의 로동법」에서도 16세 이상부터 노동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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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울고불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성을 띠게, (중략)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체

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2019-OF4).  

저는 식당에서. (중략) 저 24세부터 일해서 65세까지 했어요. 그럼 38년 

일했죠. … 정말, 이제 완전 꼬부랑 할머니 되고…(2019-OF3). 

나는 14살부터 일했어요(2019-OF2).

2) 포괄범위 및 급여수준

기존의 연구들은 남한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같이, 북한 

연금도 기여기간과 생활비(노임)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비례형 연금 체계

라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1946년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사회보험법」 100조에서 노

동경력 초과자에 대해 1년 증가할 때마다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년

한의 2%를 소정율에 추가한다고 명문화하였기 때문이다(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2018, p. 143). 또한, 생활비 등급제에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생활비를 차등 지급하며, 월 기본생활비에 기초한 년로년금의 지급을 명

시하기도 하였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p. 360;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2018, pp. 143-144에서 재인용).

하지만 상술한 판단의 주요 근거인 1946년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

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연금제도는 「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로동법」에 

기초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생활비 수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를 명시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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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생활비에 따른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은 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균등한 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데(사회주의 로동법, 제38조) 이

는 일련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이다. 김일성 집권기 북한 노동자들의 로임

은 <표 5-1>과 같다. 

<표 5-1> 북한 노동력의 임금 범위 
(단위: 월, 북한원)

구분 직책 급여

김일성 300

정부관료

장관 225-250

부상(차관) 180

외무성 상급관리 110-135

군 당비서 100-120

외무성 하급관리 70-90

교원

최고급 대학 교수 180-200

대학 교수 120-150

대학 조교수 90-110

고등중학교·인민학교 교사 80-120

군인

군장성 160-180

북한군 대령·중령 130-150

북한군 소위·대위 90-120

하사관 5-45

기타 전문직

배우·예술가·음악가 150-180

수석언론인 150-180

의사 80-130

신문사 기자 70-120

대학졸업생 80

노동자

1급기업의 공장관리인 120-150

고급기술자(5·6등급) 150-180

중급기술자(3·4등급) 120-150

기술자(1·2등급) 90-120

숙련노동자·중노동자·광부 90-120

보통 노동자 60-90

비숙련 노동자 40-45

비숙련 여성 비서 및 노동자 25-40

자료: Huner(2001), 남성욱, 김은영 역.  CIA 북한 보고서, p 185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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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주목할 점은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인민이 보통 노동

자로 60-90(북한)원을 받고, 나머지 15%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로임을 

수령하여 임금체계가 상당히 평등하였다는 점이다(Hunter, 2001, p. 

184). 「사회주의 로동법」 제37조에서도 성, 연령, 민족 등에 따른 차등없

이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다.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

도 기여기간 및 생활비(로임) 수준에 따른 연금급여의 차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화폐개혁 이전 노동연한을 마친 일반 노동자들은 쌀 배급 300g

에 30원 수준, 화폐 개혁 이후에는 쌀 배급 300g에 700원 수준을 수령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 공로자가 되게 되면 600에, 그러니까 배급을 600g 주고 한 달 그 저

기 뭐야, 연로보장비가 2000원, 2000원, 공로자가 됐을 때는. 그러나 그

런 훈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배급은 300g에 연로보장 그 다달이 타는 돈

이 700원.  (그러면 300g에 700원 받거나) 예. 600에 2000원을 받거나,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네요?) 예, 예. 처음에 옛날에는 화폐가 올라가기 

전에는 30원 이렇게 타던 게 화폐가 올라가면서 700원이 되고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때는 60원을 줬어요, 이 공로자가 될 때는. (중략) 예. 그렇게

밖에 안 되죠. 공로자일 때, 내가. 내가 공화국 영웅이라든가 무슨 내가 국

기훈장 1급은 하나만 있어도 공로자가 되는 거예요. 노령훈장 1급도 하나

만 있어도 공로자가 되는데 이거는 다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사례지 

일반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은 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

고 보통 700원을 타는 사람이 절대다수고 2000원을 타는 건 또 내가 탄광

에서, 탄광에서 객막장에 들어가서 채탄공 굴진공을 했다 할 때는 2000원

이에요(2019-OF4). 

내가 국기훈장 2급을 하나, 그다음에 이 공로메달이 4개, 뭐 이렇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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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00에 60이 되지 (중략) 600에 60 타면 이거는 공로자라 하는 거지 

(중략) 국기훈장 1급이라든가 김일성이 훈장 받았다든가, 김일성 훈장 하

면 … 600에 60이 되지(2019-OF3). 

남자들도 그 저기 뭐야, 공로자가 못 되면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예. 

공로자가 아니면, 직업이 채탄공 했다 하면 좀 비싸고, 일반 노동자 사무원 

한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남녀평등이잖아요. (중략) 당 일꾼이라는 거는 

연로보장제 다 상관없어요. 그저 이력서에만 우리 아빠가 당 일꾼 했다 하

지만, 연로보장은 일단 받을 때는 나라와 인민 앞에 쌓은 공로가 있어야 되

는 거야(2019-OF4). 

다만, 위의 증언에서 나타나듯이 몇 가지 연금 수급액의 차등이 나타난

다. 우선 탄광 등에서 일한 숙련노동자나 중노동자, 광부들은 다소 높은 

생활비와 연금을 받는다. 「사회주의 로동법」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

배가 사회주의경제의 법칙이라고 밝히며(제37조), 중노동에 대해서는 보

다 긴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제16조), <표 5-1>과 같이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2019-OF4의 증언과 같

이, 연금 수령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대다수의 인민이 같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차

등이 여러 증언들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연금

이 소득 비례원칙을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로자 및 군인은 공훈의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

한다. 이는 사회주의 연금 체계에서의 특권층에게 우호적인 특성과도 상

통하는 부분이다(Igor, 2004, p. 43). 기존의 북한 연금 연구에서는 북한

이 년로년금 이외에 공로자년금과 군인년금 역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해 왔다. 「사회주의 로동법」에서도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

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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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다고 명시한다(사회주의 로동법, 제75조). 

사회보장법에서도 이들에 대한 우대원칙을 밝히고 있다(사회보장법, 제4

조). 다만, 이들이 년로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인지, 아니면 년로년

금과 동일한 체제 내에서 부가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인지 혹은 보훈

연금의 속성까지 더한 혼합적 속성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이철수, 민기채, 2014; 민기채, 주보혜, 2016; 이용하, 이철수, 유현

경, 2016; 민기채 외, 2018a 등 참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민기채 외(2018a)의 연구와 같

이, 별도의 제도라기보다는 통합 제도 내의 부가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

해 보인다. 공로자들이 비교적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맞지만 통

합된 급여 체계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들과 같은 별도의 급여체계가 아니라, 단일한 연금 체

계 내에서 약간의 보상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주의 국가에서 초기 노동자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마련한 뒤 협동농장 농

민으로 확대하여, 1970년대까지 노동하는 모든 인민을 포괄하는 고용

(employment)에 기초한 보편 단일 연금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연구 결

과들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Müller, 2005, p. 291; Aidukaite, 2006, 

p. 260). 

요약하면, 북한의 연금은 상당히 정액(flat rate)연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복지국가는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 혹은 대륙유럽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Igor, 2004, p. 

43). 연금은 은퇴 이전 노동기의 급여에 연동된다는 지적들 역시 있다

(Zakharov and Piskov, 1972, 1986; Aidukaite, 2006, p. 260에서 

재인용).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개인들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당면하였

을 때, 집합적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에 기초해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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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급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데, 노동이 의무로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을 보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급여 간 차등은 적다. 실질적으로 차등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고, 정액연금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dukaite, 2006, p. 260).

3) 재정기반

한편, ‘기여’의 의미가 남한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우선, 북한

에서는 공식적으로 임노동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사회보험법」에

서는 ‘임금과 보수’를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국가

예산수입법」에서는 ‘월로동보수액’ 및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

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임노동계약관계에 

의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다. 물론 북한에서도 최근 임노동제의 출현이 목도되고 있지만(오상봉 

외, 2018, pp. 40-43), 기존의 국가에 의한 노동자 배치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노동자(피용자)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배치된 원직장 소

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연금제도는 임노동자가 아닌 전체 급여의 일정 비중을 사

용자로부터 징수받아 연금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개인 단위의 기여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연

금의 기초가 되는 옛 소련의 사회보험 기금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한

다(신영전, 신나희, 1934/2017, p. 114). 개인 분담금은 임금에 따라 차

등이 있는데, 소련의 예에서 보면 개인 분담금의 정확한 비율을 알기는 

어렵지만 산업계가 지불하는 분담금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크다는 점

은 확실하게 드러난다(이미라, 신영전, 1934/2017, p. 204). 과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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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에서는 노동자와 사무원 임금의 

1%가 사회보험료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가예산수입법」에서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를 월로동보수액의 1%로 정한다(동법 제46조, 제47조). 그리

고 실질적인 납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그리고 협동농장 단위에서 이뤄

진다(동법 제48조). 근로자 개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아

니다. 

북한이 세금 없앴다고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있다고 봐야

죠. 생활비 줄 때 다 제하고 주고 그러니까(2019-OM1).

이게 여기처럼 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나라가 이게 돈이 융통이 돼야 되

는데 북한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산해서 무슨 어디다 뭐 

수출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또 일한 사람들 월급으로 고스란

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

아요(2019-OF7).

덧붙여, 「사회보장법」에서도 사회보장금을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

출”하는데(사회보장법, 제18조),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국가 이외에 본인 

부담을 별도로 규정하면서(사회보장법, 제41조),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때 모인 재원이 노령연금만

을 위해 쓰이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소련에서는 의료 지원, 요양소, 보건 

휴양소, 주택 건설, 모자 보건과 어린이 복지, 공중 화장실과 세탁소의 설

립 등에 사용했다(신영전, 신나희, 1934/2017,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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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노인 생활 실태

가. 북한의 노인 인구 구조 

북한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최지영의 2015년 연구와 2017년 연구를 소개하

고자 한다. 최지영(2015, pp. 8-11)과 최지영(2017, pp. 4-6)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의 북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조사망률(crude death rate)이 상승하고 기대여

명이 남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이는 북한이 남한보다 16

년 이상 늦다. 그러나 북한의 고령화 속도는 저개발국가의 평균 속도에 

비해 빠른 편이다. 정선영(2013, p. 4)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7%에

서 15%가 되는 데 개발도상국은 평균 24년이, 저개발국은 40년이 걸리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청의 북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30

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33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에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20.5명,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

당 5.9명으로 자연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1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2008년에는 조출생률이 14.5명, 조사망률이 9.1명으로 자연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5.4명으로 감소하였다. 1993년에 비해 2008년에 조출생

률은 감소하고 조사망률은 증가하여 자연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중위연령을 보면 1993년에 26.7세인데 점차 증가하여 2008년

에 32.4세로 나타났다. 기대여명의 경우, 1993년에 70.4세로 남자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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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자는 74.1세였다. 2008년에는 68.3세로 남자는 64.1세, 여자는 

71세였다. 1990년대에 식량난 등 고난의 행군으로 인하여 기대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기대여명이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70.6세로 남자는 66.7세, 여자는 73.5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남

한의 기대여명은 1993년에 73.1세로 남자는 68.9세, 여자는 77.3세였

다. 2008년에는 79.6세로 남자는 76.2세, 여자는 83세이며, 2019년에

는 83세로 남자는 80세, 여자는 85.9세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 북한

의 기대여명은 남한보다 12.4세 낮으며, 남자는 13.3세, 여자는 12.4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북한의 고령인구 구조 변화

연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명 % 명 % 명 %

1993년 845,594 4.1 268,592 1.3 25,850 0.1 

2008년 1,575,931 6.6 467,616 1.9 53,101 0.2 

자료: 통계청. (2019). 북한통계 인구일제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cd=MT_

BUKHAN&parmTabId=M_02_02에서 2019. 10. 2. 인출.

<표 5-2>는 북한의 인구일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고령인구를 

전기노인(65-74세), 중기노인(75-84세), 후기노인(85세 이상)으로 구분

하여 인구수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1993년에 전기노

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1%, 중기노인의 비율이 1.3%, 후기노인의 비

중이 0.1%였으나 2008년에는 각각 6.6%, 1.9%, 0.2%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후기노인의 비

중도 커져가고 있다. 1993년에 비해 2008년에 북한 총 인구는 17% 증가

한 반면, 전기노인의 인구는 86%, 중기노인의 인구는 74%, 후기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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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05% 증가하였다. 북한이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수준의 증가, 영

양 및 식량 사정의 개선, 보건의료 분야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면 고령인

구는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북한도 대비해야 

한다.  

나. 소득보장 

북한 고령인구의 소득보장 실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배급제와 년로년금과 같은 노인 복지 제도는 실질적 기

능을 잃었다. 둘째, 노인 복지도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개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국가배급제가 그 기능

을 잃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 조사와 증언에서도 국가배급에 의존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철수 외(2016a, p. 130)는 2011년 탈북한 60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빌려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장마당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노인들에게도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년로년금과 같은 복지 제도도 기능을 잃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북한

이탈주민 조사인 ‘북한사회변동 2017’에서는 응답 내용의 편차가 크긴 

하지만 년로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

로 결론내리고 있다. <표 5-3>은 ‘북한사회변동 2017’에서 제시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의 년로년금 수급 경험을 보여 준다. 본인이나 부모님의 

년로년금 수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금급여의 경우 18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응답의 편차가 커서 믿을 만한 결과인지는 의구심을 자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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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동 보고서에서 현금급여로 700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은 다른 북한이탈주민 조사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정근식, 조

성은, 천자현, 황정미, 조용신, 2018, pp.99-103).

<표 5-3> 년로년금의 수급 경험
(단위: 명(%), g, 원)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수급량
(유경험자 평균)

식량(1일) 현금(1개월)

2016년
40

(29.0)

98

(71.0)

138

(100.0)

427.0

(n=10)

1803.7

(n=38)

2017년
31

(23.5)

101

(76.5)

132

(100.0)
- -

합계
71

(26.3)

199

(73.7)

270

(100.0)

427.0

(n=10)

1803.7

(n=38)

자료: 정근식 외(2018, p.101) ‘북한사회변동 2017’의 <표 4-2> 발췌.

임강택(2017, pp. 122-125)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년로년

금 대상자 중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년로년금의 급여 수준을 모르거나 매월 기본 생활비의 20% 미만

을 받는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년로년금이 고령인구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이철수 외(2016, pp. 

157-161)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년로년금 혹은 연로보장금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 이

후에는 년로년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철수 외(2016, p. 159)에서 인터뷰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응답에 

따르면 노동자의 경우 년로년금 급여액이 2001년 7·1조치 이후에는 

600~700원(북한원), 2016년에는 월급의 60%(약 1500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무렵 북한의 쌀값은 2016년에 평양 기준 4950~5000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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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데일리 NK, 2019). 2014년에 돼지고기 1kg의 가격이 1만 원이었고 

동복 상하의 한 벌이 평양기준 2016년에 25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해 보

면 년로년금 급여액이 충분한 소득보장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이철수 

외, 2016, p.146의 <표 4-3> 참조). 

정근식 외(2018, p. 102)의 ‘북한사회변동 2017’에서는 북한에서 년

로년금 작동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 5-4>에 

나와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8.9%이고,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표 5-4> 년로년금의 작동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17년
4

(3.0)

14

(10.6)

23

(17.4)

25

(18.9)

66

(50.0)

132

(100.0)

자료: 정근식 외(2018), 북한사회변동 2017, p. 102의 <표 4-3> 발췌.

북한은 국가사회보장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

언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화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특히, 노인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함께 가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을 통해 올리는 임금 소득은 노후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

게 되어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고령인구도 

장마당에서의 노동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하

고 있는 ‘북한사회변동 2018’에 따르면 2018년도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

유지 방법 중 응답자의 55.2%가 가족 부양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31%는 노인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고, 3.4%만이 정부가 주는 년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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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쌀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한다고 밝히고 있다(천경효, 김일한, 조성

은, 최경희, 임경훈, 조용신, 2019, pp. 106-107). 이처럼 북한에서 고

령인구의 생활은 국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가족부

양이나 시장에서의 노동 소득 등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부의 소득보장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북한 고령인구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유엔 Resident Coordinator(2018, p.14)에 

따르면 북한의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서 평균적으로 2명의 젊은 세대가 가족 내 2.5명의 노인이나 어린이를 부

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2015, p. 54-57)은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비공식

경제 부분에서의 경제활동인 가구경제활동의 연령별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소 및 과일 경작과 가금·축산·어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각각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성별 구조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가구경제활동 비중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장마당 등에서 소득을 올

리는 경우에는 고령인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아무런 소득보장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가구 내에서 

세대 간 소득 지원도 장마당에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령인구의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 

북한 주민들이 노후 대비 저축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

기고 이자 소득을 얻는 형태가 아닌 말 그대로 집에 돈을 모아두고 필요

할 때 사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돌봐줄 가족이 전혀 없는 노인은 어떻게 될까?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은 양로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노인시설 또한 재정난의 여파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인 관련 시설은 자료를 구하

기 어려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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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북한 정부의 재정난

으로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과 같은 노인시설에서도 시장화 현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철수 외(2016, pp. 173-174)에 따르면 노인 생활 시설은 시군에 1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양로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양로원에서도 식량 확보를 위한 농사나 장마당

에서의 소득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황나미, 이삼식, 이상영(2012, p. 

67)에 따르면 노인시설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텃밭과 같은 농사

나 가내수공업에 동원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임강택(2017, pp. 

91-92)은 북한의 요양원은 돈이 없으면 입원을 하지도 못하고 돈주나 권

력자들의 휴양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

기 힘들어 요양원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소득보장 외에도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의 확충은 당장 북한

이 직면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고용과 실업에 관한 통계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고령인구에 대한 고용 통계는 더욱 찾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고령인구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

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연로보장제도와 

같은 고령인구를 위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상술한 바처럼 북한은 노동연한을 완수한 모든 인민에게 연금급여를 

보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 전까지 국가에 

의한 배급과 연금 지급이 안정적이었던 것은 물론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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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 국가가 엄격하게 생활필수품의 물가

를 통제하여, 연금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했다. 

연로보장비는 내 그때는 15원, 16원 탔어요. (일하실 때 월급수준은 얼마 

정도였나요?) 월급수준은 40원, 36원. (그러면 그 연로보장비가 그렇게 낮

지는 않았네요?) 예. 15원, 16원. 그게 15원, 16원이라 해도 그때 당시 15

원, 16원이 현재에 북한에서 한 2만 원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어요. 소금 

1kg에 15전, 기름 1kg에 4원, 무슨 된장 1kg에 18전 이렇게 할 때니까

(2019-OF5).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계획경제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북한에

서는 사경제 활동이 빠르게 확대되었다(오상봉 외, 2018, pp. 6-24). 

7·1조치 이후에는 시장화도 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양문수, 2000, 

pp. 271-300). 무엇보다 북한의 이러한 시장 확대, 시장화의 진전은 비

공식 노동의 확대, 즉 아래로부터 촉발된 변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적어

도 소비재 시장에서는 비공식 부문이 공식경제를 대체했다는 지적도 제

기된다(양문수, 2000, pp. 268-269; 정은찬, 김재현, 2014). 공식 경제

를 통해서는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북한 인민들이 자구책으로써 시

장경제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자신이 고용주로 영세 사업장을 운

영하거나 임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가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직장에 소속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적을 유지하면서 비공식 노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오상봉 외, 2018, pp. 41-43; 천경효 외, 2019, p. 95). 

따라서 이후 노령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귀속된 직

장에서의 공식 노동이 인정되어 각종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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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북한의 노후소득보장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급여가 사실상 중단되었거

나 간헐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된다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 2017, pp. 

235-236; 천경효 외, 2019, p. 106). 연금 역시 90년대 이후에는 지급

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북한 노인들의 생활 역시 열악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기 이전인 90년대 초반 연구에서부터 이

미 북한 노인의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송미순, 이은

옥, 1992).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까지 보살피기에는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배급제가 와해됨에 따

라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해 쓰기에 이르렀는데, 연금액으로는 소량

의 식품도 사기 쉽지 않다고 한다. 다만, 배급이 완전히 중단된 96년 이후

에도 연금은 비교적 오랜 기간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준이 낮아 생

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화폐개혁 이후 상

한선인 쌀 배급 600g의 2000원을 수령하더라도, 쌀 1kg을 사기에 빠듯

했다고 다수가 증언한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그림 5-1]과 [그림 5-2] 같이 국제노동기

구의 통계 자료에서도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양상이 목도

되며,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두드러진다. 

법으로는 다 됐죠. 법으로는 다 됐는데 그 법이 절대로 시행될 수가 없어

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주변에도 받는 사람은 거의 보신 적이 없

으세요? ) 예. 한, 이제는 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나 좀 조금, 지금은 그

런 제도가 아예 없어진 것 같애(2019-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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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이 우리 한 10개 넘어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그 훈장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데 북한도 국기훈장 1급이면 이게 사회적으로 다 우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미공급이 되면서부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런 메달은 

많아도 그런 우리 우대를 한 번도 못 받아 봤어. (연로보장비 끊겨서?) (중

략) 한 2005년 2006년까지는 나왔어요. (아, 연로보장은 줬어요, 배급은 

끊겼어도? ) 예. 그 돈은 그렇게라도 매달 줬는데(2019-OF8).

끊겼어요. 그게 벌써, 끊긴 지 오래죠. (98년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 나왔지. 계속 나왔지. 그때는 나왔어요(2019-OF7).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이 북한에 지금 성행해서 모든 사람

들이 뭐 말이 있잖아요. 북한에 당이 둘인데 노동당하고 장마당 둘인데 노

동당보다도 장마당을 모르고는 못 산다. 이런 유행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장마당이 소중해졌는데 장마당에서 쌀 1kg에 5000원 뭐 강냉이 1kg에 

1500원 하는 게 한 달 2000~3000원 타가지고는 1kg의 쌀도 못 사잖아

요(2019-OF4).

지금은 우리 없어졌어요. … 지금은, 그저 자본주의나 같애. (중략) 그래서 

그저 그 시장이 그저 유일한 생활터지. 시장이 하루 없으면 아무도 못 살

아.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시장 일 하고서 그저 거기로 팔아서 먹고살고

(2019-O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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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연령별 북한 경제활동 참가율

   주: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2018년 6월 국제노동기구 모델추정치((ILO STAT, https://www.ilo.org/ilostat에서 

2019. 6. 21. 인출).

〔그림 5-2〕 65세 이상 북한 노인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주: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2018년 6월 국제노동기구 모델추정치((ILO STAT, https://www.ilo.org/ilostat에서 

2019. 6. 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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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인을 비롯한 취약집단의 빈곤 경감을 촉구하는 목소리(United 

Nations, 2014, p. 10)와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량 배급

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United Nations, 2019, p. 

7). 실제로 배급 책임이 당에서 기업소 단위로 이양되면서 기업소 내부에

서의 지대추구 행위가 포착되었다(김화순, 2018, p. 175). 기업소 내에

서 권한을 가진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나 배급, 나아가서 

인체보험비를 횡령하는 일들이 횡행한 것이다. 특히, 김화순(2018)은 인

체보험비를 횡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김화순, 2018, p. 

175).

다. 건강 및 보건의료

고령인구의 가장 큰 취약점이 건강과 의료이용이다. 북한의 고령인구

의 건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노인들의 건강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노인들이 보이는 질환의 

양상이다.

첫째, 북한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실시한 노인 건

강 실태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에 조선연로자보호연맹이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1619 가

구를 대상으로 노인실태조사(Survey on improving elderly care)를 실

시하였고, 2014년에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이 북한의 통

계청과 함께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를 

실시하였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노인의 37%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0%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애(locomotor disability)가 있는 노인들은 가족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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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데, 그중 4분의 1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보였다(UN Resident Coordinator, 2018, p. 14).

2014년 조사에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5, 

pp.109-116), <표 5-5>는 60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self-re-

ported health)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60세 이상 노인 중 65.2%가 주

관적 건강 상태를 ‘좋음’17)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좋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작아지고 있다. 60~64세 노인 중 ‘좋

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6%인데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38.4%만

이 ‘좋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건강 상태가 같거나 좋아졌

다고 응답한 비율은 66.6%이고 동일 연령대의 다른 노인에 비해 건강 상

태가 비슷하거나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이다.

<표 5-5> 60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

전년도 대비 
건강 상태

(%)

동일 연령대 노인 
대비 건강 상태

(%) 합계
(명)

Excellent/Very 
good/Good

Better/Same Better/Same

60~64세 76.6 75.0 79.7 1,867

65~69세 69.0 68.3 77.9 2,012

70~74세 62.5 63.9 76.0 1,615

75~79세 57.4 60.7 74.5 1,054

80+세 38.4 51.9 69.5 603

60세 이상 65.2 66.6 76.7 7,151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5),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111의 Table 8.2 발췌.

17) 여기서 ‘좋음’은 excellent, very good, good을 합한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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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은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부분적 혹은 완전한 보조가 필요한 

노인의 비율을 보여 준다. 일상생활의 활동 중 목욕에 가장 어려움을 느

끼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옷 입기와 화장실 이용이 뒤를 잇고 있다. <표 

5-7>은 운동장애가 있는 노인의 비율을 보여 준다. 60세 이상 노인 중 

20.7%가 걷기나 계단 오르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으로 

10.2%가 기억 및 집중력 장애를 느끼고 있으며, 보는 것과 듣는 것에는 

각각 9.4%, 9.9%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5-6>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

남성(%) 여성(%) 합계(%)

목욕 7.0 7.4 7.2

옷 입기 4.7 5.5 5.2

화장실 가기 3.5 3.7 3.6

이동 3.3 3.3 3.3

배설억제 3.1 2.8 2.9

식사 1.9 1.8 1.8

60세 이상 합계 2,737명 4,414명 7,151명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2015, p. 113)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의 Table 8.3 발췌.

<표 5-7> 운동장애를 겪는 노인의 비율

남성(%) 여성(%) 합계(%)

보기 7.1 10.7 9.4

듣기 9.4 10.2 9.9

걷기/계단 오르기 18.4 22.1 20.7

기억/집중 9.1 10.9 10.2

자기관리 4.8 4.7 4.7

말하기 5.0 4.7 4.8

60세 이상 합계 2,737명 4,414명 7,151명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2015, p.116)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의 Table 8.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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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환의 양상도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황나

미, 이삼식, 이상영(2012, p. 62)을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환은 

영양결핍(10.8%), 결핵(29.5%), 간질환(20.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유엔 Resident 

Coordinator(2018, p.14)에서는 22.4%의 노인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

을, 13.1%가 관절염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

가 소화기 질환을, 9.5%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10% 이상이 

기억장애 및 정신질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에서도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수 외

(2017, p. 153)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14년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

면서 북한에서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심혈관질환은 36%를, 암은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수 외(2017, p. 153)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세계화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

준이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진국형 질병

에서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른 질환으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양상의 질환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남한이 북한의 영

양상태 개선, 전염병, 감염성 질환의 개선을 위해 교류협력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과 같이 이제는 비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에도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

로 하고 있으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상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5-8>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북한

의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여 준다. 불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이 

2017년에 57.3%, 2018년에 60.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

에 해당하는 응답은 2017년에 12.2%, 2018년에 16.1%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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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2017년
8

(6.1)

8

(6.1)

40

(30.5)

15

(11.5)

60

(45.8)

131

(100.0)

2018년
4

(4.6)

10

(11.5)

20

(23.0)

18

(20.7)

35

(40.2)

87

(100.0)

자료: 천경효 외.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p.110의 <표 4-6> 발췌.

게다가 보건 및 의료이용의 시장화와 상품화가 이미 고착화된 현상으

로 보인다. 북한에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와야 한다는 사실은 대중매체나 많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표 5-9>에는 ‘북한사회변동 2018’에서 발췌

한 북한 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와 있다. 표에서 보듯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전

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인 도·시·군 단위의 인민병원 및 중앙 병원에서 진

료 받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하였다.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

을 달여 먹은 경우도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북한 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 방법(2018년)
(단위: 명, %)

구분 빈도 %

호 담당 의사(준의)에게만 치료를 받았다 55* 5.7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13 14.9

시·군(구역)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8 9.2

도 단위 중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 2.3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 44 50.6

정식의사는 아니지만 침놓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다 5 5.7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을 달여서 먹었다 8 9.2

계 87 97.7

자료: 천경효 외.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p.104의 <표 4-1> 발췌.

  * : 동 보고서에 55라고 표시되어 있어 그대로 인용했으나 다른 숫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추해 볼 때, 5의 오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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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 주민들은 아플 때 의료기관보다는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일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의 <표 5-10>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표에서는 

탈북 직전 북한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보여 준다.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가 모두 충분했다는 응답은 작았고,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

소의 경우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는 응답이 32.3%이고, 

시·군(구역) 인민병원도 34.5%가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고 응답하였다. 도 혹은 중앙병원은 이용률 자체가 낮았다. 

<표 5-10> 북한 의료기관의 실태(2018년)
(단위: 명)

구분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
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1

(1.1%)

5

(5.7%)

5

(5.7%)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2.3%)

3

(3.4%)

4

(4.6%)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2.6%)

17

(19.5%)

10

(11.5%)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2.3%)

30

(34.5%)

9

(10.3%)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49.4%)

32

(36.8%)

56

(64.4%)

계
87

(100.0%)

87

(100.0%)

87

(100.0%)

자료: 천경효 외.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p.105의 <표 4-2> 발췌.

위 표를 통해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이용률 자체

가 낮다는 것이다. 거주지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의 경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9.4%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312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실질적인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화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재정난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아 필요한 의약품을 환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현실과 빠른 진

료나 보다 좋은 치료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의료기관 이용에 장벽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철수 외(2016b, p. 

114-118)에서는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

터뷰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 구매부터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의사나 간호

사에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언을 담고 있다.

북한의 의료 실태가 이러하다면 고령인구의 의료이용은 더더욱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도 비감염성 질환과 만성질환이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무상치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년로년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충분한 의료 이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시장화와 상품화가 진행되어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거나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의료이용의 취약계층

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라. 서비스보장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 체제는 “강한 사회서비스와 약한 이전”으로 요

약된다(Standing, 1996). 사회주의권 국가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스템

을 강조한 표현이다. 비록 물적 토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집행은 

1960년대 무렵에 이뤄졌으나, 북한 역시 김일성 집권기에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다. 1948년의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무상의료 및 무료의무교육이 1972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서 명시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부터는 전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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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했으며, 1967년에는 9개년, 나아가서 1970

년대 중반 이미 11개년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였으며(Worden, 2009, 

pp. 120-121), 김정은 집권 이후 12개년 의무교육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인은 아동과 근로생애기 청장년 집단에 

비해 사회 정책에서 후순위로 간주되었다. 사회주의 초기에는 보편적 사

회서비스의 발전으로 노인 복지서비스도 함께 발전했으나, 사회주의 후

기의 만성적 부족경제 심화는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낮추었다

(Deacon, 1992; Inglot, 2008).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서비

스에서 노인은 주요 적용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술한 국가사회보장

에 기초하여 북한의 노인들은 무상의료는 물론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사회보장법 제25조). 

나아가서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

에 대응하고자 북한 당국은 노인층을 위한 사회, 경제 및 보건 의료와 관

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했다(United Nations, 2014, p. 13).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세분한 2007년 4월 26일 

「년로자보호법」의 제정이다. 이 법에서는 소득보장 및 무상의료, 시설보

호를 넘어 각종 여가서비스, 안전한 환경 등을 추가 보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노인돌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실태조사 및 연구, 경제, 사회, 

문화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4, p. 13; 2019, 

p. 13). 

기본적으로 주치의 제도 시스템하에서 노인의 의료는 일차적으로 주치

의의 소관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북한적십자일반병원(Korean Red 

Cross General Hospital)의 소관하에 노인질환과 관련한 특별 진료가 

도 단위에서도 제공된다(United Nations, 2014, p. 13). 2016년에는 

의과대학에 노년학 등이 독립 교과목으로 발전하여, 노인질환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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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United Nations, 2019, p. 13). 

이외에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을 꾸준히 확대 설치하고 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양로원이 평양 지역에 추가 설립되었으며 타 지역의 

시설 역시 이를 본떠 만들어졌다(United Nations, 2019, p. 13).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활시설 역시 각 주마다 설치되었다(United 

Nations, 2019, p. 13). 입국시기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 

최근에 입국한 이가 더 많은 양로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증언한다. 초기 탈

북한 노인들은 양로시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도 단위에 2개 이상의 양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영양결핍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도 했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5). 

(북한에도 가족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데…) 나 있을 때는 못 들었습니다. 없습니다(2019-OF7).

8촌까지, 8촌까지, 8촌까지 있으면 못 가. 무의무탁, 자식이 없고 친척이 

삼촌도 없고 4촌, 5촌 없고 6촌 없고 이러면, (중략) 많이 못 가지. 그거는 

1개 도에 …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가다 나니까 청진의대병

원 비서과를 가다 보니까 거기 요양병원이 있어. 그거는 북한에 이 복지라

는 거는 말은 … 복지라는 건 없어. 그런데 가면 요양원이 있는데 1개 도에 

하나씩 있어. (아, 도마다 하나씩?) 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중략) 나이 많은 

어르신은 사족을 못 놀리고 못 하니까 거기 갔지. 자식이 없고 하니까 거기 

갔지(2019-OF3).

아, 양로원은 있어요. 양로원은 있는데 여기는, 그 양로원이 여기 요양원이

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북한에 우리 함경북도는 함경북도 북부지구에 

양로원이 우리 회령 원산리라는 데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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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무탁자 (중략) 우리 함경북도는 북부지구 하나 있고 남부지구 하나 있

고 2개는 되는 것 같아요(2019-OF4).

북한에서는 연금 이외의 서비스 보장 부문에서 노인은 무의탁자와 같

은 요구호자에 초점을 맞춰왔다. 북한 사회는 혁명의 주력군 및 혁명의 

후세대인 근로세대와 아동에게 집중하여 노동 의무에서 제외되는 노년층

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찍이 무의

탁자들(“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에 대한 국가 책임은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의 공조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로시설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양

로시설을 ‘지옥’으로 표현하며 갈 수 있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다고 증언한

다. 기본적인 배급은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급자족해야 하기 때문이

다. 양로원에 갈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운 것은 물론(8촌까지의 친인척이 

없어야 한다는 증언)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여전히 노인돌봄의 책임은 대체로 가족에게 있

다(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18, p. 17). 그리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홀로 생활하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노동능력이 상실됐잖아요. 정년퇴직했으니까, 이럴 때 거둬줄 사람이 없

고 나는 혼자 못 살겠다 할 때 양로원 시설 돼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되는데 또 그러나 딸이 있지만 부모하고 완전히 이렇게 된 거는 또 이제 인

민반 보증이랑 해가지고 또 양로원에 가요. 그런데 이 양로원에는 생지옥

이에요. (왜요?) 자력갱생해야 돼요. 양로원에 간 사람들이 밭을 가꿔서 농

사도 지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불을 때야 되고, 양로원에서 돼지

도 길러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자기 호실을 내가 나무를 해다 때

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뭐 산 사람들도 젊은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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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나가 일하는 것도 배급 못 주는데 양로원한테 배급이, 그래도 양로원

에는 배급이 가기는 가요. 한 달에 보름치는 꼭 국가가 보장해줘요. 그렇지

만 양로원 원장이나 뭐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

요. 이 산골에 들어와 늙은이들끼리도 벌 때 뭐 나는 돈 좀 벌어갖고 나가

야 되겠다 하니까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 일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

도 많이 짓고 나무도 그냥 해오라 그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무 해

다가 원장네 집도 넣어줘야 되지, 비서네 집도 넣어줘야 하지, 우리 집 아

궁도 때야지 하니까, 안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아, 자식이 없으셔도 별로 

안 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 국가적인 공급이 있어요. 1년에 그런 내의를 

비롯해서 신발, 옷이랑은 국가적 공급으로 나오는 거 딱딱 줘요. 사회보다 

더 잘 주죠. 그렇지만 자력갱생해야 돼서 그렇게 힘들어요. 고역살이예요. 

산골에 들어가서, 양로원은 산골에다 해놨거든(2019-OF4).

양로원은 … 일할 적에 그때 뭐 한참 … 그러니까 요즘은 거기도 이제 국가

에서 이게 뭐야, 저기 이게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거기는 시골이니까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그 양로원을 운영하는

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지가 다 먹고, 그다음에는 거기 있는 그 노인들 

뭐 1년 농사를 지었다 하면 불과 3개월도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중략) 

거기는 완전히 죽으러 가는 지옥굴이지. 양로원이라는 게 지옥굴이에요

(2019-OF8).

한편,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의 노인 인권 개선 노력 촉구에 대한 대응

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요구호 대상인 노인뿐 아니라 보편적인 노인 복

지서비스를 확충해왔다. 2004년부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와의 협업을 통해 각

종 노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선년로자연맹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왔다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8, p. 20). 또한 2007년에는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하여 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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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였다(문환, 2018, pp. 28-30). 이 법에서는 전

술한 바처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장을 명문화한 바 있다. 주거를 포

함한 무장애 환경보장(제15조), 건강보장(제17조~제23조), 문화 및 여가

생활, 사회참여 보장(제24조~제32조), 고용보장(제33조) 등이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사회보장법에 의한 각종 연금, 보

조금 이외에도, 년로자보호기금을 도입하여(2010년), 노인의 각종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증언으로 확인하기

는 어려웠다. 실제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도 북한 당국의 노

인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다. 2009년 1차 검토

에서 태국은 노인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취약집단의 역량 강화 

및 인권 증진 노력을 권고한 바 있으며,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수용하였다

(United Nations, 2009, p. 6). 하지만 2012년 중간 사정 결과 일련의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인권 수준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는 의

문시되었다(United Nations, 2012, p. 71). 아울러 식량 배급 등에 있

어서도 노인을 비롯한 취약집단이 충분하게 우선 고려되지는 못했다고 

평가되었다(United Nations, 2012, p. 24; UNWFP, 2019, p. 3). 이

후에도 노년층의 영양실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United Nations, 2019, p. 7). 

아, 북한은 김일성이가 무료, 무상치료제, 무료교육, 무상치료, 그러니까 

북한이 자랑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배급을 못 주고 그다음에는 저기 뭐

야, 월급을 못 주고 장마당에서 살지만 저 나라가 살아있는 게 교육과 보건

이 살아있어요. 교육과 보건이 살아있는데 내가 꽃제비가 돼서 길가에 쓰

러져 있잖아요. 쓰러져 있는데 여기처럼 뭐 119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업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정말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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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 같은 거 병나 쓰러지게 되면 이가 막 줄줄이 나와요, 몸에서. 그래도 

병원 선생들은 그거 더럽다 하지 않고, 그런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나라 약

을 쓰는 거예요. 병원에 비상약을 그냥 투하해서 살펴주고요. 그다음에 어

느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약을 장마당에서 사오라 그래 가지고 치료하

죠. 그런 보건과 교육은 살아있어요(2019-OF4).

다만, 위와 같이 보건의료 부문에 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노인의 건강 상태를 그리 우호적

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7년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

테어의 지원으로 조선년로자동맹이 수행한 노인실태조사18)에 따르면, 각

종 신체 질환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노인의 비중이 적지 않으며, 장애가 

있는 노인도 약 37%에 달한다. 무엇보다 북한 노인의 20%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18, p. 14).

제2절 남북 노인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1. 남북 노인 교류협력의 경험의 부재

북한도 현재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

술하겠지만 북한도 남한보다는 느린 속도이긴 해도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지영(2017, p. 28)에서는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는 경

우, 고령화 수준이 남한의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보다 낮아지는 것으

18)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1619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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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에 의해 고령화가 약화되는 효과는 시간이 지나

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 부문의 교류협력에

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대북 지원이나 남북한 교류

협력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식량, 영양, 보건의료, 위생 등 분

야를 목표로 삼고 이루어져 왔다. 게다가 대상으로서는 영유아, 모성보

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아동, 청소년, 모성은 미래지향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볼 때 매우 중요한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하지

만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을 볼 때 고령인구에 대한 관심도 무시할 수 없

음 또한 분명하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증가를 의미하며 경제

성장과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절대빈곤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는 복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한 국가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치

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에서 이는 더 이

상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남북한이 통합 또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남북한

이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 간 노인 분야에 한정한 교류협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제한적으로 제3국에서 북한 노인을 위한 시설 

투자가 일부 이루어진 정도였다. 

2. 국제사회의 북한 노인 지원사업

남한과 북한의 노인 분야에 한정한 교류협력의 경험은 거의 없지만 제

3국의 국제 NGO들이 북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례들

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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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는 조선년로자연맹과의 파트너

십을 통해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인질환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장수연구소의 노인 질환 연구를 지원하고, 

의료 장비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등

을 보급하였다. 이하의 그림은 당시 제공된 브로슈어이다. 

〔그림 5-3〕 건강한 노년 브로슈어 

자료: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9). Daily Essentials for Healthy Ageing.  

(https://www.trianglegh.org/ActionHumanitaire/En/Humanitarian-Mission/North-

Korea.html#AffDetailR32, 2019. 8. 25. 인출).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역시 지적하였다. 실제로 남한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서는 북한 노인의 취약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18).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꽤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비단 한두 해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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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의 생활 개선 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에 있어서 북한 노인의 생활 개선은 크게 주목받지 못

했다. 2014년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공모사업을 재개하면서, 취약계층 특

히 장애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꾀하였다. 게다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도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식과 예방접종 및 필수의약품 

등은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국제사회에서는 노인보다는 

영유아, 아동 그리고 모성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처럼 대북지원에

서도 북한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았고, 남한 당국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처럼 북한 노인의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이 많지 않은 가운데 주

목할 만한 것은 국제사회의 노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트라이

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가 

대표적이다.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과의 조율이 지연되어 2000년부터 비로소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협동농장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07, p. 14). 이 기관은 북

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6개 유럽 비정부기구 중 하나로 북한에 상주사무

소를 두고, 2004년부터는 북한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 유엔대북제제위원회의 제재면제를 

승인받기도 하였다(김영란, 2019).  

이들이 진행한 북한 노인 생활 개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노인질환 시스템 개선 사업이다.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된 해

당 사업은 폴란드 대사관의 지원으로 조선년로자연맹과 북한장수연구소

와의 파트너십으로 수행되었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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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 24).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은 노인질환 관련 연구 지원, 노인질

환 수련의 훈련 지원, 의료 장비 구입 및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한 자

료집 보급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업으로 28명의 조선년로자연맹 구성

원, 70명의 북한 장수연구소 노동자, 50명의 환자 그리고 49명의 의료인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 나아가서 약 315만 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궁극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4, p. 24). 

두 번째 사업은 양로시설 거주 노인 지원 사업이다. 프랑스 외교부의 

지원으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8개월간 진행된 이 사업은, 

북한 노인의 영양 결핍을 해소하고자 24개 양로시설 거주자들에게 식량 

등을 공급하였다. 양로시설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북한 당국의 배급 및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양로시설 거주자들의 식수 환경을 진단하고 건강개선, 농업생산성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수행하였다. 이에 약 7000명이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5, p. 30). 

아울러 해당 사업 수행 이전에도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위원회(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의 지원으로 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조선년로자연맹의 역량 개선을 꾀한 바 있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9). 이는 최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개선

을 위한 시민사회 강화 사업과 연관된다. 북한 노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특히,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주요 파트너

인 조선년로자연맹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선년로자연맹과 양로시설 등의 돌봄제공자들의 역량 

강화와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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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고령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6년 3월까지 진행된 이후(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6, p. 25), 2017년 4월부터 19년 3월까지 지속 시행

하였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017, pp. 19-20). 나아

가서 2020년까지 조선년로자연맹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지원과 노인생

활시설 및 자조그룹, 각종 노인 관련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홈페이지, https://www. 

trianglegh.org/ActionHumanitaire/En/Humanitarian-Mission/

North-Korea.html#AffDetailR32).

조선년로자연맹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노력은 적지 않은 성

과를 보였다. 연맹의 구성원들은 아시아 각국의 노인 복지 관련 국제학술

대회에 참여하여 외국의 경험을 학습하였다(자유아시아방송, 2016). 최

근 국제기구들의 회의 자리에서는 조선년로자연맹의 전문성이 확인된 바 

있다(서울평양뉴스, 2018).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 노인 분야 교류협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유

추하기 보다는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3. 북한 고령인구 변화의 사회정책적 특징

이 연구에서는 북한 고령인구의 변화를 직접 추계하지 않는다. 통계청

과 유엔에서 이미 북한의 인구추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고령

인구의 추계보다는 고령화 현상이 가져올 사회정책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만 논의를 위해 북한의 고령인구에 대한 전망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장래 추계치보다는 1993년과 2008년에 실제 조사된 

인구일제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북한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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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상이 필요한데 이는 남한의 인구구조를 이용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를 남한과 비교해 보고 고령인구의 변화가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정책적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북한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남한에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자 함이다. 물론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크고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가 남한의 변화과정

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루게 될 남

북한의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 남한과의 비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으리라 본다.

북한의 인구구조는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통계청 및 유엔에서 북한의 장래인구추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율, 사망률, 기대수명 등의 시나리오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래인구추

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구센서스를 실

시한 북한의 1993년과 2008년 자료를 남한의 1955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센서스 자료와 비교하였다. 우선 북한과 남한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

의 인구구조가 가장 비슷한 시기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령화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적 특징들을 남한의 고령화 현상

에 비추어 도출하고자 한다.

1993년 북한의 인구구조는 앞서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1993년 인구구조가 남한의 어느 시기와 비슷한지 탐색한다. 남한에서

인구센서스가 작성된 1955년,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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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의 인구구조와 비교하였다. 인구학에서 통용되는 방법

은 아니지만 수학에서 유클리드 벡터 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차용하여 

북한의 인구구조와 가장 유사한 남한의 인구구조를 가지는 연도를 추정

하였다. 예를 들어, 연령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나의 벡터로 볼 때 

북한의 1993년 벡터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남한 시도의 연령별 인구구조 

벡터를 찾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인구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

구구조 벡터 간 거리를 구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비록 인구학에서 통용되

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저자가 육안으로 판단해야 하는 인구구조 비교에 

보다 객관성과 엄밀함을 가미하기 위해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1993년 인구구조는 남한의 1990년, 1995년과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가 임의로 적용하긴 했으나 위의 방식에 따르면 

북한의 1993년 인구구조는 비슷한 시기인 남한의 1990년도와 가장 유사

하고 그다음으로 1995년과 유사하다. [그림 5-4]에서는 북한의 1993년

과 남한의 1990년, 1995년의 인구구조를 보여 준다. 45세 미만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저자

가 적용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65세 이상 인구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이기 때문에 유사도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최지영(2017, 

pp. 4-6)에 따르면 1950년 이후 남한과 북한은 유사한 인구구조의 변화

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모두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겪었으며, 

197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0년

대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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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북한(1993년)과 남한(1990년, 1995년) 인구구조 변화 비교

(단위: 십만 명)

자료: 통계청의 남북한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자료추출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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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북한(2008년)과 남한(2000년) 인구구조 변화 비교
(단위: 십만 명)

자료: 통계청의 남북한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자료추출일: 2019. 9. 3.).

북한의 2008년도 인구구조는 남한의 2000년도 인구구조와 가장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는 북한의 2008년도 인구구조와 남한의 

2000년도 인구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1990

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조사망률 상승 및 기대여명 감소 등으로 

큰 인구 손실을 입었다. 반면에 남한은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아주 빠른 고령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2008년도 인구구조가 남한의 2000년도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2008년에 북한도 저출산 현상으로 영유아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곧 북한도 남한보다는 느린 

속도일지라도 남한에서 보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대비해야 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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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우선, 북한이 갖추고 있는 노인 복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

자.19) 북한의 기초보장은 국가공급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에 의한 배급제

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년로년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제도를 갖추

고 있으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북한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없다. 북한에 개인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한 추가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

고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점에서 인체보험이 개인연금과 같다

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년로자보호법에 의해 고령인구의 노동활동을 보장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에서 사회보장연금, 인체

보험, 노동소득의 3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고령인구 생활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시스템이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 년로년금이 주요 제도인데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기별

로 지역별로 수급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급여는 충분한 생활을 보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의 경우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정난으로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의약품, 의료기기가 제대로 갖추

어지지 않아 많은 북한 주민들의 의료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둘째, 개인화와 시장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소득보

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 부양에 의존하게 되었

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인도 장마당에서 소득을 

19) 이 단락의 내용은 이철수 외(2017)의 pp. 206-21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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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가족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재정난의 여파로 양로원에서도 식량 및 재원 마련을 위

해 농사나 가내수공업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은 대

신 아프면 약을 직접 사서 먹는 등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술이나 적절한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필요한 의

약품을 구매해야 하며, 보다 빠르고 좋은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최근 북한에서도 비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사망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런데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비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소득 증가로 인한 

질환의 양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저소득 국가에서 나타나는 질환의 양상

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한 질환의 양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북한 노인의 사회 보장을 위해 여러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점차 제도가 확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역시 지

적하였다. 실제로 남한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노인의 취약성

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18).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꽤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비단 한두 해 제

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노인의 생활 개선 문제의 시급

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에 있어서 북한 노인의 생활 개선은 크게 주목받지 못

했다. 2014년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공모사업을 재개하면서, 취약계층 특

히 장애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꾀하였다. 게다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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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식과 예방접종 및 필수의약품 

등은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국제사회에서는 노

인보다는 영유아, 아동 그리고 모성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처럼 

대북 지원에서도 북한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았고, 남한 당국 차원

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노인의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데이터를 통해 보았듯이 고령인구는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기 쉽

고 그로 인해 소득과 소비가 열악해질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 부양 의존도가 크다. 또한 건강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여러 

신체적 활동제약이 생기기 쉽다. 이는 고령화를 겪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남북한이 동시에 가진 지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긴급구호와 같은 

현안 중심의 교류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교류협력

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을 고민한다면 이는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과 남북

한 격차 완화도 함께 담보될 수 있다.

북한 고령인구가 가진 사회정책적 특징을 고려할 때 다음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20) 우선, 북한 노인을 위한 복지나 의료시스템을 정상

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는 현재로

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화와 시장의존성, 질환 양상의 변화 등을 

20) 여기서 교류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할 때는 현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고

려하지 않았다. 현재 상태의 엄격한 대북 제재하에서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엄두조차 

못 낼 형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고려하지 않되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

면 언제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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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일방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교류협력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제공된 현금과 현물이 제대로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남한이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개

발이 우선적이다. 그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여가(생활)시설 구

축을 위한 교류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부양조차 기대하기 힘든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여가시설 구축은 시급한 교류협

력 과제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이 개방하고 있는 경제특구

에 남북한이 함께 노인시설을 건설한 후 남한은 북한의 운영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모니터링은 감시의 개념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운

영 방식의 전수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의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남한의 노인종합복

지관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대일 매칭 형태로 북한에 노인시설 

운영을 전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북한의 노인 생활이 가진 시장의존성을 고려하여 특히, 전기 노

인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을 우선 고용하는 남북한 공동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북한 고령인구 고

용을 협력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남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설·운

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남북한 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는 북한 고령인구의 고용뿐만 아니라 남한 고령인구의 일자리 제공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노인 중에서도 특정 대상을 정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시력 찾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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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사업과 노인 치과진료 지원 사업은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장비, 의약품으로 북한 

노인들에게 우수한 안과와 치과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7>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고령인구 중 보는 것

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9.4%인 것을 보면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우선 추진해 볼 만한 교류협력 과제일 수 있다. 교류협력 대상을 

선정할 때 비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일상생활의 장애 등 북한의 변화

하는 질환 양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교류협력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교류협력의 목표인 

북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감시의 기능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전수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북한의 소통이 더욱 명확해진다면 이

는 남북한이 격차 해소의 한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삶의 질이라는 

목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 시도한다. 또한 그 사업의 

대상 집단이 작은 규모일지라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긴급한 성격의 의료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 질환 양상의 변화도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

며, 이는 감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인 운영 능력 전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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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원칙과 우선순위

남북 복지 분야 교류협력에서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전제는 통일

(unification)이 아닌, 통합(integration)의 관점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통일학의 주류 관점이 “단순한 순

간적  통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통합의 개념에 중요성”(김계동, 

2006)을 부과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통일부의 공식 통일정책은 일시적 통일이 아닌 단계

적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시기 7·4 남북공동성

명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추진이 발표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1982년 전두환 정부 시기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마련되어 “민족통

일협의회 → 남북관계 잠정협정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의 과정을 거

치는 단계적 통합론이 제시되었고, 이후 1989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발전되어 “민족공동체 헌장 → 남북연합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의 과정으로 통일 단계가 제시되고,  1994년 김

영삼 정부 시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의 과정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은 김대중·노무

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의해 계승되면서, 현재의 3단계(화해협

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남북 복지 교류협력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정책에 기반을 두

고, 통합의 관점하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

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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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한 전략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남북 간 대화는 급속한 진전 이후에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

다. 대북 민간단체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남한 측 민간단

체와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남한 비정부기구(NGO)들

이 추진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예외적으로 해외에 

주소를 둔 남한 NGO들만이 해외 동포라는 명분하에 교류협력을 이어 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교류협력의 시도는 오히려 북한과의 네

트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고, 남한에 우호적인 당국자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북한의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

한의 교류협력의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면, 북한보다는 남한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경향이 관찰된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진 상황 속에서, 북한은 체제를 개방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남북 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복지 분야 교류협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의 소극적, 미

온적 교류협력 태도로 인해 교류협력사업의 전개 속도나 발전이 더딘 형

편이다. 

따라서 남북 복지 교류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욕구에 기반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

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북한이 원하는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교류협력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장애인 분야이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2016년 장

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8년 12월에 첫 번째 국가이행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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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인식이나 기술적인 측

면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노인 분야는 이산가족상봉 이외에 노인들이 주체가 된 교류협력의 

경험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대화의 파트너가 불확실한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남북 화해 국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야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된 영역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제2절 복지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교류협력의 가능성

가. 대북 제재의 현황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의 고착 상태로 한반도 평화체계 정착의 속도가 

더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볼 때 개혁·개방의 방

향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고, 이제는 ‘사회주

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9년 신

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집권 후 2013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박봉주 내

각총리를 중용한 것이 갖는 경제 변화의 의미에 주목하기도 한다(최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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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김범환, 김미림, 2019). 박봉주 전 내각총리는 북한 역사상 급진

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후속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과거 북한 경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의 중용이 북한 체제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

건설 강조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부분적인 시장경제제도 도입, 장

기적으로는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이 북한의 경제체제 및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엔 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

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침

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2017, 2018년에 걸쳐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수입·수출이 대부분 

봉쇄되면서 새로운 물자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수호, 2018). 북한

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뿐 아니라 미국의 행정제재 역시 강력

한 효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무역 통로가 공식적으로는 거

의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은 UNSCR 2321호에서 ‘민생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인 이후 2371호(2017. 8. 5.)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자

원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375호(2017. 9. 11.)에서는 직물 및 의류 완

제품 수입도 금지했으며, 2397호(2017. 12. 22.)에서는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북한의 수출 

길이 대부분이 막혔다(임소정, 2018).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 역시 단계적

으로 제한하여 현재 원유는 민생용에 한정하여 매년 400만 배럴 이하, 석

유 제품은 민생용에 한정하여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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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북한 핵과 관련된 UNSCR는 총 10차례였으며, 그중 

2016년 이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주요 

항목은 광물, 원유, 작물, 의류, 금융, 해외노동 분야 등이다.

제재안
UNSCR 2270
(2016. 3. 2.)

UNSCR 2321
(2016. 11. 30.)

UNSCR 2371
(2017. 8. 5.)

UNSCR 2375
(2017. 9. 11.)

UNSCR 2397
(2017. 12. 22.)

대북 
수출입

금지 현황

- WMD와 

관련된 무연탄 

및 철․철광석 

금지(단 민생 

목적 예외)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금지

- 항공유 수출 

금지

(단 인도주의적 

용도 및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예외)

- 북한산 무연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작은 쪽 선택

- 은, 동, 아연, 

니켈 금지

-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전면 금지

-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전면 금지

- 정제유 200만 

배럴

- 원유 400만 

배럴(LNG, 

콘덴세이트 

전면금지)

- 북한산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 금지

- 원유 금지 

(단 민생 목적 

허용, 연간 

400만 배럴)

- 정제유 금지(단 

민생 목적 허용, 

연간 50만배럴)

대북 사업
금지 현황

- 북한행․발 화물 

전수조사

- 북한 은행 해외 

지점 개설 금지

- 회원국의 북한 

내 금융기관 

폐쇄 및 무역 

금융지원 금지

-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 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험 제공 금지

- 해외 노동자 현 

수준 동결

- 북한과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 금지

- 제재위가 제재 

선박 지정 후 

회원국은 입항 

불허

-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과 

합작사업 전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화물 

이송 금지

-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어획권 구입  

금지

-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의무화

<표 6-1>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자료: 임소정, (2018).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18-01),  pp. 5-6; 남북 교

류협력지원협회. (2018).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남북협회 2018-2), pp.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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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은 포괄적 방식의 행정 제재로서 미국의 인력, 물품, 기술, 

재화 등은 모두 북한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국 물품에 미국 기술, 

원료가 포함되어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조치를 위반한 기

업, 단체와 거래하는 기업, 단체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물품의 거

래뿐 아니라 금융, 유통 등에 걸쳐 제재 대상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다만,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에서는 인도주의적 면제(humanitarian 

exemption) 절차를 활용할 경우 승인된 물품의 교류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인도주의적 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국가에 제재조치를 취하지만, 대상국 주민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여 왔다. 유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반에 타격을 

가하여 무분별한 피해를 초래하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

tion) 방식 대신 특정한 개인·단체·부문·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제재

를 가하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 방식을 사용”하고, “둘째 제재

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셋째로 “인도주의

적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도경옥, 2018, p.2). 특히 북한이 포괄적 제재

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인도적주의적 면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핵심 과정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적

되어 “2018년 8월 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북한에 인도

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면제 관련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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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Exemptions to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한 바 있다(도

경옥, 2018, p.1). 또 2019년 12월에는 대북제제 면제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제재 면제 심사 신청 후 5~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

고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가 VOA(Voice of America)

에 답한 바 있다(박수윤, 2019). 

이렇게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2018년 총 17건이었던 제재 면제 승인은 2019년에는 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Heusgen, 2019).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

하여 가능한 한 빨리 면제 요청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경옥, 2018, p. 6). 

<표 6-2> 인도주의적 면제 현황(2019년 12월 말 현재 유효한 건)

면제 승인 
대상

인도적 지원의 목적 승인일자
승인만료 

일자

First Steps 
Health 
Society

캐나다 NGO First Steps Health Society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한 지원 및 구호 활동의 일

환으로 두유 생산 시스템을 지원

2019.3.12 2020.5.13

Italy

북한의 식량 안보 향상을 위해 관련 기계 및 장비

를 수출하기로 EC(European Commission)와 

계약한 이탈리아 회사 AGROTEC SPA가 농업 

기계 및 장비를 북한행 배에 선적

2019.7.25 2020.6.2

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

북한의 취약한 결핵, 간염 및 소아 환자 집단을 위

해 CFK의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북한에 조달 및 선적

2019.8.7 2020.7.1

France

NGO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PUI)이 황해 남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영

양 상태와 가구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염소 

사육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반입

2019.8.9 2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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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승인 
대상

인도적 지원의 목적 승인일자
승인만료 

일자

Ignis 
Community

평양의 PYSRC(Pyongyang Spine and Reha- 

bilitation Centre)에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재

활 센터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 및 재활 

장비를 북한으로의 선적

2019.9.4 2020.8.24

World Health 
Organization

질병 예방 백신의 실험실 장비, 중환자 실습 장비, 

1차 응급처지 기기, 혈액 주머니 제조 공장 설치, 

다제내성 결핵 진단 장비 등 WHO의 인도적 활동

과 관련한 품목의 북한으로의 반입 

2019.9.20 2020.3.20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특히 함경북도에서 의료 프로그램의 적절한 이행

을 위해 MSF가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으로 품

목을 들여오는 것. 여기서 의료 프로그램은 함경

북도 인구의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 및 치

료를 개선을 목표로 함. 또 함경북도 경성군의 인

구에 대한 긴급하고 일반적인 의학적 요구를 해

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9.9.20 2020.4.16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직원에게 안전하고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내 WHO 사무소 전용 차량 3대 반입. WHO  

직원의 안전은 WHO의 인도주의 사업의 필수요

소이며, 북한의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WHO 사업들의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을 강

화하는 데 필요함.

2019.9.25 2020.3.25

Ireland

아일랜드의 NGO인 ‘Concern Worldwide’가 

수행하는 두가지 사업 관련 물품들을 북한으로 

반입 및 조달. 이는 농촌 및 도시 영양 분야의 인

도주의적 지원 및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수

자원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

을 둠. 

2019.9.25 2020.3.25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북한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긴급히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IFRC의 조달 및 선

적. 이 물품은 주로 급수시설 부품들이며,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위생을 개선하는 것

과 관련. 

2019.10.11 2020.4.11

UNFPA

두 대의 차량과 다양한 예비 부품을 북한에 조달 

및 수입. 이는 UNFPA 국가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서만 쓰여지며, UNFPA 요원이 일상적인 모

니터링과 공인받은 UNFPA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서 사용됨. 이런 활동에는 UNFPA가 북한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현장 사

업 포함.

2019.10.18 2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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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Security Council. (2019). Humanitarian Exemption Request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

anitarian-exemption-requests에서 2019.12.31. 인출

  2. 분야별 교류협력의 우선 과제

가. 아동·청소년 분야

1) 인도적 지원

의약품, 이불, 옷,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물품은 인도적 지원으로 한

다. 지원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남북관계가 개선되

었을 때(2000년대 초중반) 추진했던 남한의 직접 지원이 있다. 남북 교류

면제 승인 
대상

인도적 지원의 목적 승인일자
승인만료 

일자

Mission East

북한의 급성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취약한 인구의 

식량 안보 개선을 목표로 Mission East가 수행하

는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의 수입 및 조달. 해당 사

업은 황해북도 침교리의 협동농장의 식량 안보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함.

2020.11.6 2020.5.6

UNICEF

건강, 영양 및 식수, 위생 및 위생 프로그램을 포

함하여, 북한의 유니세프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품목 반입. 학교나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지역사회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영양실

조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와 어머니들을 효과적

으로 치료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2019.4.11 2020.6.4

UNICEF

건강, 영양 및 식수, 위생 및 위생 프로그램을 포

함하여, 북한의 유니세프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품목 선적. 학교나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지역사회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출산 과

정에서 수술이 필요한 산모를 효과적으로 치료하

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2019.12.9 2020.6.9

Love North 
Korea 

Missions 
(LNKM)

라선 지역의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하기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에 필요 물

품을 반입.

2019.4.4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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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

북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자와 지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에 물품을 지원할 때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한다. 예들 

들어,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분유를 지원하더라도 북한에

서는 분유를 타야 하는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없어서 무

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일회용 기저귀 지원도 쓰레기 처리시설이 미비한 

북한에서는 시기상조이다.

2) 공적개발원조(ODA)

북한은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전기

가 들어오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TV를 제대로 시청할 수 없으며 냉장고, 

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품을 비싸게 샀지만 쓸 수가 없어서 옷장으로 사

용했다는 내용이 면담에서 나왔다(부모 면담 사례3). 전기, 난방, 수도 등

은 북한 영유아의 건강·영양, 보건, 위생 문제와 직결된다. 수도 정화시설

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염된 우물을 그냥 먹는 아이들이 83.2%에 이른다. 

남북한 간의 사회간접자본(SOC)의 격차가 존재하는 한, 동등한 관계로서

의 남북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적 

물품 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발협력사업은 다년간 남북이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지므로 인도적 

지원보다는 선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1석 2조, 3조 그 이상의 교류협

력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북한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남북 교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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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활발했던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미 추진된 바 있다. 남한의 NGO, 

학계 전문가 등 민간부문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개발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이미 노하우가 있는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이며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 영유아의 기본 생활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을 

제안한다. 향후 MICS 질문지에 관련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

아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남북 연구자가 함께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표 6-3>은 이 장의 주요 연구 결과와 교류협력 방안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6-3〉 북한 영유아 교류협력 방안 분야별 추진 방안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 방안

건강·
영양

모유 수유 - 모유 수유 비율 99.6%

- 모유 수유를 못하는 산모를 위한 

분유 지원

  * 분유는 끓인 물이 필요하므로 

전기, 난방 시설 설치 

발육 상태 - 만성영양부족 19.1%
-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의약품 

지원

임신·출산

- 모성사망률도 개선됨(파상풍 면역 

84.1%)

- 병원 출산 시 이불, 옷, 음식, 땔감 

등을 가지고 가야 함.

- 모성사망률 zero를 위한 취약 

지역, 저소득가정에 의약품 지원

- 산원에 물품 지원

위생

영유아 
배설물 
처리

- 땅에 묻거나 투척하는 등 

비위생적 방법

-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 쓰레기 소각시설이 미비하므로 

일회용 기저귀 지원은 지양

식수

- 농촌 식수 오염 가구 45.2%

- 우물을 아무 처리하지 않고 먹는 

비율 83.2%

-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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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나. 장애인 분야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의 수준은 유엔의 대북 제재 정도에 따라 큰 영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

이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남한에

서 북한으로 휠체어 1대나 특수교재 1권도 들어가기 어렵다. 반대로 북미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 방안

가정
환경

컴퓨터,
인터넷 
보급

- 남한 영유아에 비해 컴퓨터, 

휴대전화 사용률이 매우 낮음.

- 인터넷 보급률 1.4% 

-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컴퓨터 

지원

- 남북 영유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개발 보급

  * 전기공급 기반시설 설치

동화책, 
장남감

- 가정에 3권 이상 도서 구비 

50.3%, 10권 이상 2.3%

-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동화책, 

장난감, 인라이스케이트 지원

아동학대

- 정책적으로 아동권리를 강조하나, 

가정에서는 체벌이 자주 일어남. 

신체체벌 43.2%

- 남북이 함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 운동 추진

보육·
교육

탁아소,
유치원

-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려면 

도시락을 싸 가야 하며 땔감비 

(화목대)를 내야 함.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식량, 옷 

등 지원

- 탁아소, 유치원의 전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남북
영유아 
기본
생활
시간

수면
- 북한 아이들 일찍 자고 일찍 

기상함.
향후 MICS 

질문지에 

북한 

영유아의 

기본생활시

간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추가

식사

- 북한 아이들은 점심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같이 식사함.

- 탁아소, 유치원에서 간식 미제공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우유, 빵과 

같은 간식 지원

ICT 이용 
등 놀이

- 남한 영유아들은 스마트폰 

이용률이 53.7%이나, 북한 

영유아는 거의 접하지 못함.

-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TV 

시청이 수월하지 않음.

- 전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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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개선이 예상되어 대북 제재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때,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계 양측은 상호 간의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정도에 따라,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의 방안이 다르

게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북 제재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상황 에

서 어떻게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더욱 난제가 된다. 대북 제

재 여건하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

적일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자의 

인적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간의 관계도 경색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이 당

국 채널 수준에서조차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외동포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남과 북이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를 위해 북한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북한 련맹 측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남측의 장애인계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북한 장애인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면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돌파구가 마

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북측에 남측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해외동포 접촉점이 확보되

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엄격한 대북 제재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도적 지원조차 불가능하

며,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적 교류

에 한정된다. 따라서 장애 이슈를 공동 토론하는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거

나,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체제의 열등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스포

츠, 장애인 예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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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남북 간 장애인 교류협

력이 훨씬 수월한 상황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에는 남북한 직접 

접촉을 통해 상대측이 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에서 최우선 순위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

은 북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북측에서 욕구가 큰 사업

들 중에서도 장애인 식량, 의료, 보건, 재활과 같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교

류협력의 경우도,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단계에서는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접근성 향상 등의 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

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 중심의 확대 휴먼서비스 체계를 구

축한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내용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형식, 우주형(2018, p. 25)은 2005년에 진행된 대화 내용을 

통해,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하, 연맹)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시급히 

요청한 바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보조기기(prosthetic/assistive device) 제작 및 생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지식, 기술, 자원, 문헌, 훈련

� 우선순위는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 의지의 경우 북한에서 제조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재료가 필요. 

수량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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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용사들을 위해 함흥, 송림, 서해안에 보조기기공장을 세울 

계획. 이러한 공장들이 약 20~30개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

� 련맹은 전문가를 교육하여 조직을  강화하기를 원함: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 훈련, 자원/재정적 기반(material bases)의 

강화, 협회 역량 강화 등

� 2500(평) 규모의 종합재활센터 건립 계획

Zellweger(2014, p. 25)는 2013년 연맹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을 통

해, 연맹이 아래의 사항에 대한 발전을 원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보조공학 이용 확대: 휠체어 등 이동보장구, 흰지팡이, 보청

기 같은 보조기기의 판매, 생산, 수리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고용과 직장

에서의 통합

� 보호작업장 설립: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립, 

장애인이 소규모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지원

� 장애아동 학습 향상: 이미 있는 교육 인프라를 혁신, 전자수화

사전 출판, 정보와 기술에 기초한 교육 도입

� 정신건강 문제와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예방적 조치 증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 안전 촉진

� Barrier-free Access 증진: 신축건물과 기존시설의 접근장

벽 제거

� 련맹 요원의 역량 강화: 정보, 교육, 의사소통 차원에서 련맹 

직원의 역량 강화

� 파트너십의 확대와 공고화: 국내외 수준에서 파트너십 확대 

및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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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의 종합재활센터 건립과 운영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보조기구, 재활공

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영역

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투입이 필요한 영

역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제한된 자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

라서 제3국과의 협력사업이나 국제 NGO를 활용하여 남한의 기술과 지

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결론

최근 북한은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식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

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의 인권 관련 협약에 가

입하고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들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내 서베이 자료 등을 생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과 아

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진적인 법들을 제정하고, 노인, 고아와 같은 사

회적 약자를 위한 요양소, 애육원, 육아원을 각 도마다 설립하는(북한 공

무원 면담 사례: 2019-NG1) 등의 애민정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난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도는 붕괴되고 있었다. 북한에서 배급이

나 월급이 실질적인 가구소득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장사, 

밀수 등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부자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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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가 부상하였다. 배급제도는 붕괴되고, 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면서 이전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육아

와 노인부양의 문제도 개인의 책임이 돼 버렸다. 자본력이 없는 개인, 가

정에서의 육아와 노인부양의 문제는 경제난 이전에 비해 나빠졌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아동정책, 육아정책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실상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2019-NG2).

김정은 시기 들어서면서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아요. 없는 놈은 진짜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놈은 더 부를 축적하고… 생활이 향상된 집에서는 유모

차, 오토바이를 끌었어요(2019-PF3). 

김정은 정권 시기의 전반적인 사회정책 실태는 이 같은 사회·경제적 변

화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등을 통해 변화한 북한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시장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들의 생

활을 어렵게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 당국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탁아소,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교양

제도의 균열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6조의 “탁아

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문구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탁아소, 유치원에 국가가 제공하는 

급식, 간식이 끊긴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교양원, 보육원들의 월급도 

몇몇 부유한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주는 상황이다.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전 배급시대로 돌아가

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국가배급정책을 점차 하나씩 삭제할 

것이라는 북한 공무원 면담 내용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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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능력의 향상이 뒷받침되

어야 생활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전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유엔 

제재, 미국의 행정제재 등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둔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이러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현재 제재 국면에서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의 교

류는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 역시 실익이 없는 교류협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애인 분야에서 북한의 장애인 복지 관련 실태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

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관찰된

다. 가령, 2013년에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에는 장애인권

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18년에는 협약 최초보고서도 제출하였다. 또

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도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에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적인 변화 영역들에 주목하면서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데 주

력할 필요가 있다.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사회변화, 정책변화를 읽고 앞으로 어

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하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클 것이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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