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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통일을 넘어 순조롭게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남북

한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교

류·협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의미

에서 남북한의 영유아와 노인 대상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2) 영유아는 미래 세

1) 이 글은 조성은 외(2019).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의 3장과 5장, 6

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글의 노인 생활 실태 부분과 교류·협력 과제의 일부는 송철종(2020)의 내용과 겹쳐 있음

을 미리 밝힌다. 또한 이 글에서의 참고문헌 인용은 조성은 외(2019)를 따랐음을 밝힌다.

2) 사실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대상이 없다. 예를 들어, 조성은 외(2019)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대상 교류·협

력이나 장애인 대상 교류·협력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 대상을 고찰하려

는 목적에 따라 영유아, 노인의 실태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되는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영유아 영양 발달 현황과 

노인의 생활 실태를 정리하였다. 북한에서도 지역적 격차는 무시할 수 없으며, 국가시스템이 기능을 잃은 가

운데 이미 보건복지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화와 시장 의존성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적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개인화, 시장 의존성 등과 같이 영유아와 노인의 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상을 분명히 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소통의 창구로서 

교류·협력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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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며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세대이다. 

다시 말해 영유아는 미래지향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고혜진(2019)에 따르면 북

한의 영유아 발달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남아 있어 남북한 교류·협

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에서도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령인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남북한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지영(2017, p. 28)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가 통

합될 경우 고령화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나 그 효

과는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

일이 되어도 한반도에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절대

빈곤 심화, 복지재정 부담 증대 등이 남북한의 지

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인

구로 인한 문제는 보건복지 부문의 교류·협력에

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대

북 지원이나 남북한 교류·협력은 대상에 대한 직

접적 지원보다는 식량, 영양, 보건의료, 위생 등 

분야별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게다가 노

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영유아와 노인 대상의 교

류·협력을 간략하게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제는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가지는 교류·협력이 

지속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우선 북

한의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국제기구가 발표

하는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삶의 

실태를 파악한 후 남북한 교류·협력 과제를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과 남북한의 

격차 완화를 필요조건으로 설정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정

책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북한 영

유아의 영양, 신체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북한 노인의 삶을 소득보장과 건강 및 보건

의료 측면에서 살펴본다. 4장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2. 북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이 장에서는 유니세프가 2018년에 발표한 다

중 지표 군집 조사(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영

양 및 신체 발달 현황과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영양과 신체 발달 상태만

으로 영유아의 삶을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이 외에 교육, 가정환경, 학대 등 여러 요인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장에서는 가

장 기초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영

역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3) 

또한 북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을 가늠하기 위해 

3) 영유아만으로 전체 아동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의 생활이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만 다루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은 영유아 대상 남북한 교류·협력의 근거 자료이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판단으로 북한 영유아의 영양 및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글의 특성상 모든 것을 다 언급하기에는 지면의 한계도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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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네팔, 미얀마 등의 국가4)와 간단하게 비

교한다. 다만 국가별로 MICS 수행 연도가 다르

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시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모유 수유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가 신생아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및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표 1>에 따르면 북한의 초유 수

4) 북한과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 소득, 체제, 개방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 규모나 개방도 등

에서 북한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아 북한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와 체제전환국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국가와 비교한다.

표 1. 북한 영유아 초유 및 모유 수유 실태

(단위: %, 개월)

구분
초유 수유

(n=931)

연령별 

모유 수유(n=911) 모유 수유

기간 중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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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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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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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사례 수가 25~49개 미만인 경우

(*) 사례 수가 25개 미만인 경우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p. 91, 94, 95 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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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비율은 99.6%이고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 수

유 비율은 71.4%이다. 생후 6~23개월까지 모유

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는 비율은 59.3%로 나타

났다. UNICEF(2018b)에 따르면 라오스의 경우 

초유 수유 비율이 97.0%이고,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 수유 비율이 44.9%, 생후 6~23개월까지 

모유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는 비율은 53.0%인 

것으로 나타났다. UNICEF(2015)에서는 네팔의 

결과를 보여 주는데, 초유 수유 비율이 97.3%,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 수유 비율이 56.9%, 생

후 6~23개월까지 모유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는 

비율은 8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를 

위해 소득 수준과 식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여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북한의 초유 수유 및 생

후 5개월까지의 모유 수유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생후 6~23개월까지 모유

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는 비율은 네팔보다 상당

히 낮다. 

초유 수유는 지역, 행정구역, 가구 소득에 따

른 차이 없이 10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모유 수유 기간의 중간값은 16.6개월이고 평균

값은 17.3개월이다.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 수

유 비율은 응답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우나 생후 6개월부터 23개월까지 모유와 이

유식을 함께 먹이는 비율은 59.3%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데, 함경북도가 

83.1%로 가장 높고 양강도와 평안북도가 각각 

34.3%, 37.2%로 낮았다. 차이는 크지 않으나 도

시보다는 농촌의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모유 수유 기간이 긴 것으로 나

타났다. 

  나. 영유아 신체 발달

<표 2>는 북한 영유아의 신체발달 상태를 몸

무게와 신장(키) 측정값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

다. 경미한 저성장이 19.1%로 가장 높았고, 경미

한 저체중 9.3%, 심각한 저성장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 대비 몸무게 비율에서 경미한 ‘왜

소’인 경우는 2.5%, 경미한 ‘비만’은 2.3%로 비

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5세 

미만 영유아의 만성 영양부족의 정도를 뜻한다. 

홍제환, 김석진, 정은미(2018, pp. 3-4)에 따르

면 북한은 이 지표에서 1998년 62.3%, 2004년 

37.0%, 2009년 32.4%, 2012년 27.9%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빠르게 개선

되어 왔다. 현재 이 수치는 방글라데시 36.1%, 

캄보디아 32.4%, 미얀마 29.4%, 필리핀 33.4%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다. 이

는 북한 영유아의 발육 상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준다.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도비만은 도시 0.6%, 농촌 0.1%로 도

시가 6배 많았다. 양강도의 영유아 신체 발달 수

준이 가장 낮고 평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강도의 영유아들은 심각한 저체중 비율이 4.0%, 

심각한 저성장이 1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

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저소득일수록 발육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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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좋았으며 비만은 상위 40% 가구에서 수치

가 가장 높았다. 

다. 영유아 발달의 지역 간 격차

북한에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어 왔

으나 지역 간 격차는 존재한다. 김석진, 홍제환

(2019, p. 92)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

양부족 비율은 1998년 62.3%에서 2009년에 

32.4%, 2017년에는 19.1%까지 하락하였다. 국

가별 가장 최근 자료로 국제 비교를 했을 때 개발

도상국 61개국 중 북한이 23위에 해당한다. 이

는 북한의 영유아 영양 상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

역 간 격차는 있다. 특히 <표 2>에서 보듯이 영유

아의 신체 발달에서 경미한 저체중인 영유아 비

율이 양강도에서 14.8%로 가장 높고 평양이 

4.8%로 가장 낮다. 심각한 저체중의 경우 양강도

표 2. 북한 영유아 신체 발달 실태

(단위: %)

구분

몸무게 신장(키) 신장 대비 몸무게

저체중 저성장 왜소 비만

경미 심각 경미 심각 경미 심각 경미 심각

전체 9.3 1.8 19.1 4.8 2.5 0.5 2.3 0.4

지역

   도시 7.6 1.2 15.6 3.8 1.7 0.4 2.6 0.6

   농촌 12.6 2.7 24.4 6.3 3.7 0.7 1.9 0.1

행정구역

   양강도 14.8 4.0 31.8 10.5 4.4 0.9 1.8 0.0

   함경북도 7.1 1.4 21.5 5.3 2.2 0.5 1.4 0.0

   함경남도 11.3 2.2 19.4 5.4 3.2 0.9 0.9 0.5

   강원도 10.9 3.0 21.4 6.9 3.5 0.0 0.9 0.0

   자강도 11.1 1.7 23.0 5.7 2.1 0.4 3.0 0.0

   평안북도 8.5 1.3 19.6 4.9 1.3 0.0 2.6 0.5

   평안남도 8.1 1.8 19.3 4.1 2.2 0.9 3.0 0.9

   황해북도 11.2 2.5 19.2 5.4 2.9 0.4 0.4 0.0

   황해남도 11.3 1.3 18.8 5.0 3.4 0.4 3.0 0.4

   평양 4.8 0.9 10.1 1.1 1.4 0.4 4.2 0.4

가구 소득

   하위 20% 12.7 2.5 27.0 6.8 4.1 0.9 1.6 0.2

   중간 40% 10.2 1.8 20.4 5.0 2.5 0.2 2.2 0.1

   상위 40% 6.7 1.5 13.8 3.6 1.7 0.6 2.7 0.7

주: 영유아 2270명을 측정한 결과임.

자료: UNICEF. (2018a). 2017 DPR Korea MICS. p. 100의 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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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인 반면 평양은 0.9%에 불과하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경미한 ‘왜소’인 영유아의 비율은 

양강도가 4.4%로 가장 높고 평양은 1.4%이다. 고

혜진(2019)에서도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꾸

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영유아 발달의 지역 간 격

차가 여전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도를 중심으

로 잘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석진, 홍제환

(2019, p. 106)에서는 MICS에서 제공하는 영유

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을 통해 북한의 지역별, 

계층별 건강 불평등 정도를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역 간 불평등 정

도가 다른 개발도상국과 유사한 수준임을 주장하

고 있다. 고혜진(2019)에서는 2009년과 2017년

에 실시한 북한의 MICS를 비교하여 북한 영유아

의 영양 상태에 대한 지역 간 격차 변화를 살펴보

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

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영유아 발달의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일

부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북

한 영유아 중 연령 대비 신장(키)을 보여 주는 성

장 부전 지표와 신장 대비 체중을 보여 주는 영양 

저체중 지표는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개선되고 있

으나, 연령 대비 체중을 보여 주는 저체중 지표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

진, 홍제환(2019, p. 106)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이 이것이 북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양과 그 

외 지역의 격차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혜

진(201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양강도의 영유아 

영양실조가 심하며, 북한 동북부 지역의 영유아 

발달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 노인의 삶의 실태

이 장에서는 북한 노인의 삶의 실태를 소득과 

건강 및 보건의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5) 2장에

서 다룬 영유아 영양 및 발달 상태를 제공하는 유

니세프의 MICS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

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북한에서는 남한의 노인

실태조사와 같이 노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인

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특

히 북한 노인의 의료 이용 실태 자료를 찾기는 어

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북한 노인의 

삶의 실태는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구축한 통계 자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5)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소득과 건강 이외에도 의식주, 문화 활동, 사회 활동, 교통·통신의 이용 등 다양하다. 그러나 북한 노인

의 의식주, 문화 활동, 사회 활동, 교통·통신의 이용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요인들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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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

북한 노인 인구의 소득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북한이탈

주민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는데, 다

음의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로연금과 같은 국가 시스템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

에 노인들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노

동을 하거나 가족 부양에 의지하고 있다. 다시 말

해 노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소득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 시장에서의 소

득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도인 연로연금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조성

은, 천자현, 황정미, 조용신(2018), 『북한사회변

동 2017』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연로

연금의 작동이 잘 안 되고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3>은 『북한사회변동 2017』에 제시된 북

한이탈주민의 연로연금 수급 경험인데, 70%가 

넘는 응답자가 본인이나 부모님이 연로연금을 받

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금 급여의 경우 응

답의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지만 1개월 평균이 

1800원 정도이고 700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

다(정근식 외, 2018, pp. 99-103). 2016~2017년 

동안 평양 기준 쌀 1kg의 값이 4000~6100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금 급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

렵다.6)

임강택(2017)의 연구에서는 연로연금 수급 경

험자가 85.7%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대다수

가 급여 수준을 모르거나 매월 기본 생활비의 

20%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철수 외(2016)는 연로연금 지급이 지역별로 다

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제

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

자의 경우 연로연금 급여액이 2016년에 월급의 

6) Daily NK의 북한 시장 동향을 참조하였다.

표 3. 북한이탈주민의 연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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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71

(26.3)
199

(73.7)
270

(100.0)
427.0
(n=10)

1803.7
(n=38)

자료: 정근식, 조성은, 천자현, 황정미, 조용신. (2018). 북한사회변동 2017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p. 101의 <표 4-2>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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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인 약 1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평양 기준 쌀값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한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북한이탈주

민 조사 결과를 보면 연로연금은 실질적인 기능

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인의 삶은 개인의 능력과 가족 부양에 의존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가족 부양과 

장마당에서의 소득이 노인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경효 외

(2019) 『북한사회변동 2018』에 따르면 2018년

도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노인의 주된 생활 유

지 방법으로 가족 부양이 55.2%, 시장에서의 소

득이 31%라고 응답하였다. 연로연금과 국가 배

급에 의존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하였다(천경

호 외, 2019, pp. 106-107). 이처럼 북한의 노

인들은 국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

제활동을 하고 있다. 

돌봐 줄 가족이 전혀 없는 노인은 양로원에 들

어가게 되는데, 북한의 재정난으로 노인시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 이철수 외(2016, pp. 

173-174)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은 시·군에 1

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황나미, 이삼식, 이상영(2012, p. 67)에서

는 노인시설이 식량난을 겪고 있어 텃밭 농사나 

가내 수공업에 동원되어 식량 확보에 힘쓰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시설 스스로 식량 및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나. 건강 및 보건의료

건강과 보건의료는 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질환 양상, 의료 이용 등에 관한 자료

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 노인의 건강에 관한 자

료는 국제기구에서 일회성으로 조사한 자료에 단

편적으로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인

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북한 노인의 건강 상태는 국제기구가 

북한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의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북한 노인의 의료 이용 실태는 직

접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인 의

료 실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노인 건강 실태는 2014년에 조사된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엔

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과 북한의 통

계청이 함께 실시한 조사의 결과이다. 이 조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7) 북한의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조사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상황을 가늠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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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5, pp. 109-116). 

<표 4>는 북한의 60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self-reported health)를 보여 준다. 60세 

이상 노인 중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8)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2%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 비

율은 낮아지고 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64세 노인은 76.6%

인데 80세 이상 노인은 38.4%에 불과하다.9) 60세 

이상 노인 중 전년도 대비 건강 상태가 같거나 좋

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6.6%이고 동일 연령대 

노인 대비 건강 상태가 같거나 좋다고 응답한 비

8) 여기서 ‘좋음’은 ‘excellent’, ‘very good’, ‘good’을 합한 응답이다.

9)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발행되는 『Health at a glance』

가 대표적인데 이 자료를 이용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북한 자료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첫째, OECD는 선진국 중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대표적 최빈국인 북한과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 둘째, 본문의 북한 자료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의 다섯 단계 척도를 가지는 반면 『Helath at a glance』는 ‘very good, good, fair, bad, very bad’의 

다섯 단계 척도를 갖는다. 셋째, OECD 자료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자료이나, 본문의 자료는 60세 이상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

로 한 자료이다.

표 4. 북한 60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전년도 대비 건강 상태(%) 동일 연령대 노인 대비 건강 상태(%)

계(명)
좋음

(Excellent/

Very good/Good)

같거나 좋음

(Better/Same)

같거나 좋음

(Better/Same)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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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38.4 51.9 69.5 603

    60세 이상 65.2 66.6 76.7 7,151

지역별

    양강도 57.9 55.3 69.3 719

    함경북도 61.3 59.4 72.8 643

    함경남도 65.6 66.7 77.5 889

    강원도 58.1 61.1 69.5 718

    자강도 60.5 62.1 72.4 655

    평안북도 66.4 72.5 79.1 647

    평안남도 70.7 71.5 79.0 861

    황해북도 64.1 64.2 78.1 661

    황해남도 65.2 65.6 76.1 696

    평양 67.6 69.6 80.2 662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5).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111 

Table 8.2의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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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76.7%이다. 이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

이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 격차는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간에는 작은 차

이가 존재한다.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전년도 대비 건강 상태가 같거나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다. 반면에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와 같이 중

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쪽 지역은 상대적으

로 응답 비율이 낮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2015)의 Table 8.3 

(p. 113)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목

욕(7.2%)에 도움을 받는 노인이 가장 많으며 옷 

입기(5.2%)와 화장실 이용(3.6%)이 그다음으로 

많다. 같은 보고서의 Table 8.4(p. 114)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최소 한 가지 행동에서 도움이 필

요한 노인과 최소 세 가지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

한 노인의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

의 경우 최소 한 가지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

우가 21.3%이고 최소 세 가지 행동에서 도움이 필

요한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2015)는 Palmer와 Harley(2012)의 연구

를 인용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표가 가정과 시설에서의 돌

봄, 거주 형태, 의료비용, 사망률 등과 같은 지표

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언

급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의 Table 8.5(p. 116)

는 60세 이상 노인 중 운동 장애를 겪는 노인의 

비율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걷기나 계단 오르

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가장 많은데 그 비율

이 20.7%이다. 기억 및 집중력 장애는 10.2%, 

보는 것의 어려움은 9.4%, 듣는 것의 어려움은 

9.9%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노인의 보건의료 시스템 이용

을 언급하고자 하나, 주지한 바대로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

다. 따라서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이용 실태

를 통해 북한 노인의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간접

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무상치료제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

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고난의 행군으

로 인해 무상치료제 중심의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다시피 하였다. 『북한사회변동 2018』의 

<표 4-6>(p. 110)은 무상치료에 대한 북한 주민

의 만족도를 보여 준다. ‘매우 불만족’과 ‘조금 불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이 2017년에 각각 45.8%, 

11.5%로 응답자 중 57.3%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불만족 응답 비율이 

60.9%이다. 반면에 ‘매우 만족’과 ‘조금 만족’을 

합한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은 2017년에 

12.2%, 2018년에는 16.1%에 불과하였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무상치료제에 대한 

불만족의 여파로 다음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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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하려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무상치료로 인해 북한 주민은 

아플 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천경효 외(2019)에서는 북한 주

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 방법10)을 보고하고 

있는데 정식이든 아니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응

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을 달여 먹은 경우도 9.2%로 나타났다. 

정식 의사나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32.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개인화와 함께 시장 의존성이 큰 것

을 알 수 있다. 

왜 북한 주민들은 아플 때 의료기관을 찾기보

다는 개인이 해결하려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표 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탈북 직전 북한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보여 준다. 의료진, 약

품, 의료기기가 모두 충분했다는 응답은 적었고,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의 경우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는 응답이 32.3%

이고, 시·군(구역) 인민병원도 34.5%가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반

면에 도 혹은 중앙병원은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가 모두 부족했다는 응답이 10.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 표를 통해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0) 천경효 외(2019), 북한사회변동 2018, p. 104 <표 4-1>을 참조하시오. 

표 5. 북한 의료기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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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한, 조성은, 최경희, 임경훈, 조용신.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p. 105 <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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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거주지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의 경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9.4%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의료인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재정난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필요한 의약품을 환자가 시장에서 직

접 구입해야 하는 현실과 빠른 진료나 더 좋은 치

료를 위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의료기관 이용에 장벽이 되었을 수

도 있다. 이철수, 장용철 외(2016, pp. 114-118)

에서는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종사했던 북한이탈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 구매부

터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언을 담고 있다.

북한의 의료 실태가 이러하다면 고령인구의 

의료 이용은 더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무상

치료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연로연금이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

하게 의료 이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시장화와 상품화가 진행되어 충

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거나 돌봐 주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의료 이용의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4. 나가며: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 과제에 대한 고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이며, 이는 더 나아가 북

한의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방향이어야 한

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차례 밝힌 자립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

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꾸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간헐적인 인도적 지원이

나 정치적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한 일회성 이

벤트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치

나 핵 문제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분단의 역사가 긴 만큼 남북한은 모

든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매우 크다. 과거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격차를 해

소하고 다가올 미래 세대에 더 가까워질 남북한

을 위해 현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영유아와 노인의 생활 실태를 고려할 

때, 앞에서 언급한 교류·협력의 조건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

다.11) 첫째, 북한에서 교류·협력 대상이 되는 지

역을 다각화해야 한다.12) 그동안의 많은 연구는 

11) 여기서 교류·협력의 과제는 현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상태의 엄격한 대북 제재하에서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엄두조차 못 낼 형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도출을 의미한다.



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  31

북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남북한의 교

류·협력 및 통합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는 북한

이 최빈국 중 하나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MICS 등의 자료로 확인하건데 북한

에도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기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

혜진(2019)에서도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

북 지원을 북한의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는 방향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보건복지 시스템을 복구하거나 재건하는 

것보다는 개인화와 시장 의존성 등과 같이 영유

아와 노인의 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

려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나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는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영

유아와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 개발이 우선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가족 부양조차 기대하기 힘든 고

령인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여가시설

을 구축하는 일은 시급한 교류·협력 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영유아와 노인 중에서도 더 취약

한 특정 대상을 우선적으로 정하여 교류·협력 사

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강

원도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노

인을 대상으로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대상 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넷째, 교류·협력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

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

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모니터링은 감시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는 남북한 

소통의 체계이며 남북한 격차 해소의 창구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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