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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부각되었고, 강

산 피격사건이 발생하 다. 2010년에는 북한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

도 포격 등으로 인해 북 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공식 인 북 지

원도 단되었다.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 원장의 사망이후 아들 김정은에 의한 3  권력세습체제가 구축되

었고 지속 인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마  부분 단된 상태이어

서 북한주민의 생활은 극도로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간안보

에 필수 인 식량  건강문제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본 인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까? 1990년  사회주

의체제가 붕괴되면서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방사회로 환되었

지만 폐쇄 인 사회구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된 북한의 

최근 보건복지 상황은 어떠할까? 최근 민족간 내  통합이 화두로 두

되면서 이에 해 많은 궁 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궁 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해 자료수집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주민의 건강수 과 출산, 결혼  자녀

양육 실태를 제시하여 우리와의 공통 과 차이 을 도출, 남북한 주민간

의 이질감을 조기 극복할 수 있는 략 마련에 필요한 기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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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of Health,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of North Korean People

  

The health and food security is one of the important primary 

issues, especially in the humanitarian standpoint, because it is 

involved in basic living standards for surviva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basic human needs and health related life styles of North Korean 

people throughout the life spa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the gap in healthy life 

expectancy between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was 

approximately 12 years in 2007. Individuals born in South Korea 

could expect to live up to 80 on average, while North Koreans 

were much behind them, 69 in 2008.

The levels of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of North Korea were 

five times higher than those of South Korea. Infant mortality rate 

and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were 19.0 per 1,000 livebirths and 

77.2 per 100,000 livebirths respectively, which remained 

considerably higher than those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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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related lifestyles, such as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have increased since the year of 1990. Smoking and 

drinking rates among adults were 53% and 44% respectively as of 

2012. North Korean had a poor quality of life and poor 

environmental sanitation required for their daily life. The health 

and food security has deteriorated since the year of 1990s, which 

was observed by the interview survey for the migrants from North 

Korea and living in South Korea. 

The early childhood is one of the most critical moments in the 

life of an individual to keep the high quality of life. 

The strategies for population development as well as assurance 

of human security for the next generation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ograms of North 

Korean people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in the future.

Key words: human security, healthy life throughout the lifespan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비롯된 경제난과 식량

난, 에 지난 등 복합 인 기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 인 삶

이 와해되고 건강상태도 매우 취약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90년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방사회로 환되었

으나 북한은 폐쇄 인 사회구조와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

마  부분 단되었음.

－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 원장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은에 의

한 3  권력세습체제가 구축되었으나 경제난의 지속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이어서 기본 인 욕구

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력 구도나 사회구조와 계없이 심각한 

사회  혼란이 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통일 후의 사회  안정과 남북한간의 내  통합을 해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한 축으로서 북한주민의 보건복지 수

을 개선하기 한 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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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는 인간안보에 필수 인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평가지표와 세계보건기구의 생

식건강 평가지표를 심으로 최근 북한주민의 사회  상황과 보건의

료 상황에 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엔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

로는 빈곤퇴치(MDG1), 등교육의 보편화(MDG2), 성 평등

(MDG3), 아동사망률 감소(MDG4), 산모건강 증진(MDG5), 

HIV/AIDS 등 질병퇴치(MDG6),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MDG7) 등임. 

－ MDG1의 빈곤은 건강에 향을 미치고, MDG2  MDG3의 

여성의 교육 보편화는 가족의 건강생활 향상과 직결되며, 

MDG7은 감염병과 직결된 안 한 식수  생시설이 건이

어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기본 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태아기에서부터 출생, 사망에 이르는 삶의 기본욕구

(basic human needs)를 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악하고 

요인을 도출하여 장기 으로 남북한간 상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

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시도됨.     

－국제기구의 조사자료, 북한 인구센서스(1993년, 2008년) 등의 

공식 보고자료, 200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345

명)  심층면담(25명)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수 과 결혼, 

출산  양육 실태를 악하여 향후 남북간 사회  통합을 조기

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요 약∙5

Ⅱ. 연구결과 

  1.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태

가. 임신 및 출산

⧠북한의 총인구는 2008년 10월 재 24,050천명으로 연간 약 34만명

이 출생함.

⧠임부의 산 수진율은 99.6%이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4회 이상 

산 수진율은 93.5%임. 

－산 수진을 받는 임부의 71%가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지만 취

약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모성사망률은 1993년보다 악화되었음. 

－평양과 평양이외 함경남북도 등의 지역 간에 산 수진율이 큰 격

차를 보이고 있음. 

⧠ 체 분만  94.7%가 의료기 에서 이루어지며, 제왕 개분만을 하

는 비율은 WHO의 권고수 (5~15%)인 12.5%(2009년)로 남한

(36.6%)의 1/3 수 임.  

－시설분만율은 함경남도와 평양, 자강도가 가장 높은 반면(각각 

98.9%, 99%), 양강도와 황해북도가 가장 낮음.

⧠임산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345명)

에 한 설문조사 결과, 양결핍(46.6%), 결핵(8.2%), 부인과질환

(7.2%) 등이었음. 

⧠유엔의 다섯 번째 새천년개발목표(MDG5)이면서 한 국가의 사회경

제  보건의료수 을 평가하는 표 인 지표인 모성사망비(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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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는 2008년 출생 10만명당 77.2명으로 남한(출생 10만명당 15

명)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수 임.  

－ UNICEF의 추정치(2009년 출생 10만명당 370명)는 이보다 4

배 이상 높아 모성사망 수 에 한 재평가가 요구됨.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도 평가지표(지표19)이면서 생식건강수

을 평가하는 표 인 지표인 피임실천율은 69.1%(2006년)이며, 

피임방법으로 48.0%가 자궁내장치로 가장 높았고, 10.6%가 피임실

패 가능성이 높은 주기조  는 젤리, 여성 구불임술 4.2%, 경구

피임 2.3%, 콘돔 0.2% 이었음.

－ 2001년도에 임신한 여성 가운데 11.1%가 인공임신  시술

을 받았는데, 그 사유로는 자녀수를 제한하기 해(41.3%), 원

하지 않는 임신(33.3%), 건강상 이유 (17.5%), 피임 실패

(7.9%) 등으로 나타남. 

－이들은 부분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시행한 것으로 악됨. 

－최근 소자녀(1∼2명) 인식이 확산되어 모성의 21%가 피임을 

원하지만 피임도구 부족과 비용문제로 원치 않는 임신의 상당

수가 열악하고 취약한 의료여건에서 인공임신 술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나 모성의 생식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나. 영유아기 및 학동기 건강 

⧠출생아의 출생시 체 은 2,500g 미만인 체 출생아가 100명  

5.7명이었음.

－출산과정이나 출생 직후 사망한 경우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과소 추정되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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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EF와 북한 앙통계국이 2009년 10개도의 7,500가구를 상

으로 실시한 다 지표집락조사(MICS)에 의하면 조사일 기  2세 미

만 유아의 99%가 출생 후 1일 이내에 모유가 수유되었음.

－생후 6개월 미만 아동  약 88.6%가 완  모유수유 이었

는데,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 임(  세계 평

균 약 40%). 

－이에 해 UNICEF는 근로모성의 아들이 탁아소에 맡겨지

기 때문에 1회만 모유수유를 하 더라도 모유수유한다고 응답

할 가능성이 있어 과  산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지 하 음. 

그러나 북한당국의 모유수유 실천 권장정책내용과 북한이탈주

민과의 면담에 다르면 모유수유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1세 아의 경우, 99.3%의 소아마비 종률을 보이고 있어 소아마비 

박멸사업은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홍역 방 종률은 

99.2%, BCG 96.9%, DTP(3회) 91.7% 등으로 매우 높은 수 임. 

⧠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등도 체 (18.8%)이었으며, 

4%는 심각한 체  상태 음. 

－약 3명  1명(32.4%)이 그들의 연령에 비해 등도로 발육이 

하되어 만성 양결핍(연령 비 낮은 신장) 상태이며, 5.2%

는 성 양결핍 상태이었음.

⧠북한이탈주민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체 응답건  가장 

높은 질병은 양결핍(25.4%)과 호흡기 질환(23.9%)이었으며, 그 다

음으로 장 질환, 설사 순이었음.

⧠유엔의 네 번째 새천년개발목표(MDG4) 달성도 평가지표(지표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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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망률은 북한당국이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출생 1천명당 

19.3명으로 발표하 는데, 이는 남한(출생 1천명당 3.5명, 2008년)보

다 약 5배 높은 수 임.

－ 15년 인 1993년의 아사망률(14.1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반 으로 보건의료수 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단됨.  

－사망원인은 미숙아  체 , 질식사, 선천성기형 등으로 인한 

신생아기 병태가 51%, 폐렴 17%, 설사증 11% 등임.

－ UNFPA에서는 출생 1천명 당 42명(2007년)으로 추정함.

⧠북한이탈주민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

는 질환은 양결핍(25.4%), 호흡기 질환(23.9%) 등이었으며, 그 다음

으로 장  질환, 설사 순이었음. 

다. 청장년기 및 노년기 건강‧생활 

⧠세계보건기구의 음주·흡연율 조사에 의하면 북한 남성의 알코올 섭취

율은 44%이며, 1일 흡연율은 53%임.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17세에 군 에 입 하면 1일 담배 10

개피가 배 된다고 함.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성인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환으로 결

핵과 간질환(간염, 간경화증)이라고 응답함(각각 29.5%,  20.4%).  

⧠결핵 발생률은 1990년 인구 10만명당 344명에서 2009년 345명으로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음. 

－그간 WHO, GAVI 등 결핵 문 국제기구의 지원에 힘입어 결

핵환자의 사망률은 1990년 인구 10만명당 59명에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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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WHO, 2011)으로 반감되었으나 여 히 남한(5.4명)과의 

격차가 큼.  

－다제내성 결핵 발생비율이 신환자  3.9%, 재치료 환자 에

서는 15%로 추정되고 있음.

⧠ 2008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5세 이상 인구  기능  활동제약 

인구의 비율은 시력의 경우  2.4%, 청력장애 1.7%, 보행(걷기·계단

오르기) 활동 제약 2.5% 등임.

⧠북한은 인구 1천명당 연간 19명이 사망하며, 31%는 감염병, 68%는 

심장  뇌 질환 등 비 염성 질환으로 사망하 음.

  2. 식량 확보 및 주거 실태

가. 영양섭취 실태

⧠북한의 총 가구수는 5,887천 가구로, 가구당 평균 4.1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1년 2～3월  WFP‧FAO‧UNICEF가 가구(122가구)단 로  

섭취 음식목록을 조사한 결과, 불과 4%의 가구만이 한 음식을 

섭취하 고, 77%는 취약하고 불량한 양섭취를 한 것으로 나타남.

나. 주거환경 실태

⧠ 10명  6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주택은 개인이 건축할 수 없고, 개

인 소유 역시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음.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공 받아 임 형식으로 매달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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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0.3%의 사용료를 내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결과, 부분 이들은 서로 집

을 사고 팔수 있다고 응답함. 

⧠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거주주택 유형으로 연립주택이 43%로 가

장 많고, 단독주택(34%), 아 트(21.5%) 등이었음.

－유엔의 일곱 번째 새천년개발목표(MDG7)의 평가지표(안 한 

주거보유가구 비율:평가지표 32)인 주택보 률은 56～63%이

며, 1인당 평균 주거면 은 1.8～2.3평으로 남한의 5.2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7) 달성도의 평가지표인 안 한 식수 

사용비율은 공식 으로 89%이지만 식수 공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정수시스템의 미비와 상수도 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며, 기

본 생시설인 개선된 화장실 사용인구 비율이 59%(평가지표 31)에 

불과하여 주거 생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지 할 수 있음. 

－ 1990년 부터 래된 력난과 함께, 빈번한 홍수로 인한 주

택유실 등으로 주거 생환경이 열악하고 수질불량 등으로 인

해 수인성 염병이 증가되고 있음.

  
3. 보건의료 인프라 실태

⧠WHO에 의하면 2005년 필수 의약품을 지속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이 1995년에는 60%이었는데, 이 보다 상황이 악화된 2009

년 북한 당국은 98.6%(도시 100%, 농  97.1%)라고 선 하 음.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높은 지리  근성을 인정한다 할지라 

‘의약품공 소’에 치료할 약품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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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보건당국은 화학약품이나 합성약품이 부족하자 1993년부터 고려약으

로 이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여 왔음. 

－병원에서는 보건의료  약무일꾼들에게 약 를 재배하도록 하

고 매년 , 가을에 약  캐는 일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료인력과 련하여, 의사가 되기 해서는 평양시와 각 도에 설립

되어 있는 6～7년 과정의 의학 학을 졸업해야 함.

－ 표 인 의학 학인 평양의학 학은 임상학부 7년, 고려의학

부 7년, 생학부 6년, 구강학부 6년, 약학부 6년으로 구성되

어 있음.

－임상학부에서는 양의사, 고려의학부에서는 고려의사, 생학부

에서는 생의사, 구강학부에서는 구강의사, 약학부에서는 약제

사를 배출하게 됨. 

⧠북한에서 의학 학 입학경쟁률은 높은 편이며, 특히 여성 응시자가 

많고, 간부자녀, 의료부문 일꾼의 자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의사자격은 의학 학에서 국가졸업시험만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별도 의사면허 국가고시는 없음. 

⧠북한에는 군의 을 양성하는 군 교육기 인 김형직군의 학이 설립되

어 있음. 

－입학자격은 군복무 2년 이상의 사병 는 하사 이나 고등 학

교 졸업생 에서 성 이 우수한 자를 상으로 함. 

⧠  국민 의사담당구역제 실시에 필요한 의사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12∙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건강 및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간호원, 조산원, 보철·

물리치료·뢴트겐 기사 등의 인력과 함께 3년제 고등의학 문학교에서 

양성됨. 

－간호원의 경우, 별도로 시에서 운 하는 1년제 간호원 양성반

과 도 병원에서 비상설 으로 운 하는 6개월 과정이 있음.

  4. 결혼 및 자녀양육 실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TFR)은 1993년 2.1명

에서 2008년 2.0명으로 다소 낮아졌음. 

－북한당국의 다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 식량난과 경

제난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 때문에 최근 출산을 기피하

는 경향이 강함.   

⧠결혼연령은 여성은 빨라지고 남성은 늦어지고 있음.  

－남자는 20  후반에서 30  반, 여자는 20  반에 결혼

하는 것이 일반 임.  

⧠ 1970년 까지는 매결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연애결혼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음.

－ 1980년  말 이후 당국의 직·간  통제에도 불구하고 연애

와 결혼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음. 

⧠결혼식은 기본 으로 남자의 집과 여자의 집에서 이틀에 걸쳐 두 번 

치르는데, 최근 비용을 아끼기 해 한 집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음.

－ 1990년  반에 들어서는 심각한 경제난의 향으로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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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하객 없이 결혼서약만으로 

결혼식을 신하는 경우도 있음. 

⧠경제난과 식량난, 주택건설 자재 공 부족, 주택건설 기술 낙후 등으

로 주택 공 이 원활하지 않아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4~5년이 지

나도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결혼 후에 분가하지 못하고 시  식구들과 살거나 비공식 으

로 이웃에 월세를 지 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가 생후 3개월이 지나면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일반 인 행이

었지만 최근에는 가정에서 직  양육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음.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들을 돌보는 탁아소 체계가 어려운 경

제사정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자녀가 만 4세에 이르면 부분 유치원 낮은 반에 들어가고, 만 5세

가 되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높은 반에 편입됨. 

－높은 반은 무 교육에 포함되어 있어 모든 어린이들이 이수해

야하지만 1990년 의 경제난 이후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11년제 의무교육은 불충분한 교육물자 공 , 학교시설 노후, 교육기

자재 부족 등으로 제 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의 의의도 희석되어 가고 있음.

－ 를 들어, 학생들의 교복도 2년에 한 번 정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선물로 공 되어 왔으나 요즘에는 직  구입하도록 하

고 있음.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좋은 학교를 가기 하여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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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등 사교육비도 부담이 되고 있음. 

－과외는 어와 수학  능(악기) 등이며, 과외교사가 학생 

집으로 오거나 학생이 과외교사 집으로 가는 형태임. 

⧠남학생 7명  1명이, 여학생은 12명  1명 정도가 학에 진학하

는데 학비는 무료이나 교재비, 화목 (난방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졸업하기 어렵다고 북한이탈주민은 

증언함. 

  5. 취업 및 근로복지 실태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당성과 출신성분에 기 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체로 선택이 아닌 배치(‘직장 견장’ 발부)

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학졸업자들은 주로 보 부, 안 원을 비롯한 당간부, 행정 리일꾼, 

과학자, 교수·교원, 기자 등 사무원 직종을 선호하는 편이며, 경제난

으로 외화가 귀해지면서 외무역기 의 인기가 높음. 

⧠ 2008년 16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70.2%이며, 성별로는 

남자 52.2%, 여자 47.8% 수 임(농업분야 포함).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로 단순사무직, 서비스직( 사일꾼:

원), 경공업(주로 가내작업반), 동농장, 교원, 그리고 기술직

(의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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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반부터 사  경제활동이 증가되었는데, 2002년 7.1경제

리 개선조치가 시행되어 사  시장이 확 되면서 경제  지  한 

삶의 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등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 에도 변화가 

래됨.  

－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6살 이상 인구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 내 경제활동 종사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8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음. 

－가내 경제활동 종사 경험자들의 ‘부업’을 살펴보면, ‘과일·채소 

등 텃밭’이 56.2%로 가장 많고, 고기잡이·가축사육 46.4%, 땔

감 채취 37.6% 순으로 나타났음.

Ⅲ. 결론 및 제언 

⧠최근 북한은 폐쇄 인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마이 스 경제성장을 계

속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에 한 국가의 건강보호 책무와 기능이 크

게 약화되었음.

⧠식량 부족  각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되면서 가

장 먼  생명의 을 받는 계층은 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그리고 결핵환자 등의 감염성질환자 등으로 나타남. 

－임산부·수유부  유아  양결핍 비율을 용하여 최우선 

취약계층을 도출하고,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수를 산출하면 

체 건강 취약 상수는 체인구의 14.3%(총 3,446천명)로 

추정됨.

－따라서 이들을 최우선 목표 상으로 하는 지원 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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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보다 기 수명과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은 북한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8.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합계출산율이 2.0명 수 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산기피 상 까

지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상됨.

－이러한 출산  인구 고령화 상은 통일 후 북한은 물론 

남한, 더 나아가 통일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향후 통일세 의 북한인구의 자질 향상을 해서는 당면한 식량문제

와 양결핍 모성·아동에 한 인도  지원이 우선이며, 동시에 북한

주민 3명  1명이 사망하는 감염병에 한 책 마련과 기 의약품 

생산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복구를 한 국제   남북한간 공동 

력이 요구됨. 이 때, 의료용품 등의 물  지원에 따른 올바른 진단 

 치료를 한 의학교육  의료인에 한 기술  지원이 수반되어

야 함. 

－건강한 생애의 출발 인 임신  유아에 을 둔 북지원 

과 보건의료체계 복구를 한 자생력 확보 략이 필요함. 

⧠지 부터 남북한이 북한 보건의료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에 한 

인식을 공유하여 북한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

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 국제사회와 트 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구심 이 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로 지원, 력할 

수 있도록 삼자가 함께 공동으로 북한 보건복지 개발  복구 

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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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북한은 식량과 양에 한 생존권이 심각한 상태이며, 개인의 안 과 

인도  처우, 취약계층 보호의 책임 등에서 심각한 상태이다(문타폰 보

고서, 2007). 

열악한 주민의 삶은 1990년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비롯된 경

제난, 식량난  에 지난 등 복합 인 기상황(complex emergency)

으로 래되었으며, 주민의 기본 인 삶이 와해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그림1-1). 농업용 에 지, 비료, 우량종자  농기계 부품 등 

농업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농작업을 거의 수작업에 의존함에 따라 식량

난이 심각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경제 인 라인 에 지난으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부족한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

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인 모성  유아는 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한 의료기기  의약품 생산이 미흡하고 의료시설이 제 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었으며, 결핵  호흡기 질환 

등의 감염병 발생의 증가와 공 보건사업체계의 부실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각종 보건의료문제가 래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1990년  반부터 최근까지 국제기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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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건의료 인 라 복구와 취약계층을 상으로 지속 으로 지원하

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보건의료체계는 력 등 경제사회 인 라와 자생

력 부족 등으로 여 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 구호

 지원만으로는 존하는 여러 분야의 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

어서 장기 인 개발 으로 북 지원방향의 환이 필요한 시 이다.

〔그림1-1〕북한주민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구성요인간 악순환 구조    

2004년 북한의 경제규모는 세계 191개 국가 에서 154 (UNICEF, 

2004년)로 추정되어 북한 경제는 구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

(1989년)의 1/2 수 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북

한 경제가 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10년 US$1,074로(미 CIA추정) 남한(US$20,759)의 1/20 수 이며

(통계청, 2012),  세계 213개 국가  160 이다. 

1990년 ,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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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사회로 환되었지만 폐쇄 인 사회구조와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사

회로 부터 오랜기간 동안 고립된 북한의 최근의 사회  상황과 보건복

지 상황은 어떠할까? 인간안보에 필수 인 식량  건강문제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본 인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분야는 거시  차원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미시 인 인간 

개개인의 욕구와 직결되어 있어서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기본 인 욕구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력 구도나 사회구조와 계없이 규모 시민

사회의 불만이나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최근 화두로 부

각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사회 안정의 한 축으로서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측면에서 북 보건복지 개선 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번 취약해진 건강은 그 이 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그 

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해서는 조기에 한 략이 필요하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만이 아닌 완 한 신체 , 정신   사회  안녕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생활과 문화를 가진 유기체’로 규정하고 

건강을 ‘인간의 생활’ 개념으로 근하여 일상생활을 한 신체 인 능

력은 물론 개인 ·사회  활력소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Ottawa,1986). 요컨  건강은 생애주기별 과업과 사회생활과 연결되는  

통합 인 상황에서의 안녕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189개국 지도자들이 모인 유엔총회에

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한 새천년개발 선

언문’을 공표하 고, 이를 실천하기 해 향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

구하여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를 채택하 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인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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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한 내용들로, 빈곤퇴치(MDG1), 등교육의 보편화

(MDG2), 성 평등(MDG3), 아동사망률 감소(MDG4), 산모건강 증진

(MDG5), HIV/AIDS 등 질병퇴치(MDG6),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MDG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DG1의 빈곤은 건강에 향을 미치

고, MDG2  MDG3의 여성의 교육 보편화는 가족의 건강생활 향상과 

직결되며, MDG7은 감염병과 직결된 안 한 식수  생시설이 건

이어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기본 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1-2〕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자료: http://www.un.org/millenniumgoals/bkgd.shtml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에

서 만이 아닌 신체 , 정신 , 사회  안녕상태’인 만큼, 그간 외재  시

각에서의 근을 통해 질병  장애에 국한된 건강수  평가에서 진일

보하여 삶의 질 에서 통합  시각에서 인간의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수 을 악함으로써 향후 통일에 비할 수 있는 북 

보건복지 책을 수립, 남북 주민간의 사회  통합을 조기 달성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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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활개념의 건강과 일상생활 기본자원 개념의 건강(a 

resource for everyday life) 측면에서 신체  건강은 물론 결혼, 취업, 

출산  양육 등과 련된 생애주기별 사회  환경을 악함으로써 북

한 사회의 건강 잠재력(health potential)과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  주거 실태를 악하여 향후 통일 한반도의 남북 주민간

의 사회  통합을 조기 달성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건강과 생활수 을 비  시각에서의 

분석보다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삶의 

질 수 을 악하고 인간개발에 필수 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을 한 신체 ‧정신 ‧사회  건강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통일 한

반도의 선진화를 해 남북간 상호 이질감을 조기 극복할 수 있는 모멘

텀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수  악하고 건강취약계층 규명

- 둘째, 결혼, 출산  양육실태 악  

- 셋째, 식량 확보  주거생활 실태 악

- 넷째, 취업  근로복지 실태 악

- 다섯째, 북한주민의 기 생활 개선을 한 략 제시

3.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선정의 틀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건강을 인간안보 에서 악하는 것이

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건강은 인간안보의 핵심요소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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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수 이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주민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임신부터 유아기, 학동기,  

청장년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수 을 살펴보고, 생애 과정에서 건

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수단이 되는 결혼  출산, 양육을 본 연구의 

내용  범 로 선정하 다. 실태 악을 한 구체 인 지표는 ‘삶의 

질’, ‘인간안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반 하는 지표 가운데 수

집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하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개념  정의에 근

거하여 건강과 련된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 는데, 건강 역으로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  계, 환경 등 네 역으로 제시하

다(WHO, 1996). 신체  건강에는 일상생활활동(ADL), 의료물질  도

구의존도, 기동력, 통증  불편감, 작업능력  휴식 등이 포함되고, 정

신  건강에는 신체이미지, 자기존 , 종교  개인  신념, 학습 등이 

포함되며, 사회  계에는 개인  계, 사회  지원, 성  활동 등이 

포함된다. 환경 역에는 재정능력, 신체  안 , 보건  사회  보호(

근성  품질), 가정 생환경, 오락  여가 활동 참여  기회, 그리고 

물리 환경(오염·소음·기후·교통) 등이 포함된다(WHO, 1996).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교

통, 안 ,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여가 등의 역으로 분류하여 측정

하고 있다. EURO Module의 사회지표  객 인 생활의 조건으로 

주택, 가족구성, 사회 계, 참여활동, 생활수 , 소득, 교육과 직장, 그리

고 건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건강한 삶의 질을 측정하

는 지표들은 유사하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련된 것으로 

두 가지 요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아·질병·억압과 같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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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인 으로부터의 안 을 의미한다. 둘째, 일상생활의 안정을 

하는 갑작스럽고 유해하게 혼란시키는 요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인간안보에는 7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도 강조하는 것은 보건분야의 안보이다. 보건분야의 안보에는 염병, 

기생충, 불결한 생환경, 부실한 의료시설 등으로 인한 으로부터의 

보호로 의료시설 이용이 용이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UNDP, 

1994). 보건과 한 환경안보에는 안 한 식수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

호가 포함된다. 인간안보는 보편 이며(universal)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의존 이고(interdependent), 방을 통해 가장 잘 보장되

며(preventive), 인간 심 (people-centered)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UNDP, 1994). 

유엔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구체 인 실

행과 실 을 해 1990년을 기 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성과

지향 인 세부목표(targets)와 지표(indicators)를 선정하 다. MDGs의 

8개 목표에 한 세부목표는 총 18개이며, 이들 목표의 개발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실 인 평가지표는 48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1-1).

한편, 여성건강의 지표인 생식건강에 해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 17

 지표를 개발한 바, 합계출산율, 피임실천율(남성 포함), 모성사망비, 

산 수진율, 문인에 의한 분만개조, 기본 필수  산과 리  응 산

과서비스 제공 등의 유용성, 포  필수 산과 리(일차의료 강화, 

정의뢰  이송) 유용성, 체 아 출생비율, 가임여성 빈  유병률, 임

신여성의 HIV 양성자 비율, HIV- 련 방실천   지식수  등의 지표

들을 심으로 북한 모성의 건강수 을 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틀은 술한 지표를 심으로 일상생활을 생애주기

별로 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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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세부목표 및 평가지표 : 보건복지 관련분야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지표(indicator)

목표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세부목표 1:
 1990~2015년간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지표 1: 하루 1.25불 미만 소득 인구비율

지표 2: 빈부격차 비율

지표 3: 국가 총소비 중 하위 20% 차지비율

세부목표 2: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지표 4: 5세 미만의 체중미달 아동 수

지표 5: 최소수준 이하 음식섭취 인구 비율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부목표 3: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지표 6: 초등교육 등록 비율

지표 7: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의 5학년까지 

이수 비율

지표 8: 15~24세 인구의 문자 해독률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고양 

세부목표 4: 
2005년까지는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2015년까지는   

교육의 성별 불균형을 없앰

지표 9: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남녀 비율

지표 10: 15~24세 문자해독인구 남녀 비율

지표 11: 비농업분야의 유급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지표 12: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5: 
1990~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2/3 감소

지표 13: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지표 14: 영아 사망률

지표 15: 1세아 중 홍역 예방접종 수진비율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세부목표 6: 
199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3/4 감소

지표 16: 임산부 사망률

지표 17: 조산원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세부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지표 18: 15~24세 임부 중 HIV 감염자 수

지표 19: 피임비율 중 콘돔 사용 비율 

지표 20: 10~14세 고아(孤兒)의 취학률     

       대비 비(非)고아의 취학률

세부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감소

지표 21: 말라리아 발병 및 사망률

지표 22: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효과적 예방 

및 치료수단을 가진 인구비율

지표 23: 결핵의 발병 및 사망률

지표 24: 결핵발병 사례의 발견 및 치료율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세부목표 9: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의 손실 복원

지표 25: 산림화율(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세부목표10: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반감

지표 30: 도시와 농촌에서 개선된 수자원 

사용 인구 비율

지표 31: 도시와 농촌에서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인구 비율

세부목표11: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럼거주자들 생활여건 개선

지표 32: 안정된 주거 보유 가구 비율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세부목표17: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들이 필

수의약품의 적정가격 구입 지원

지표 46: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

자료: http://www.un.org/millenniumgoals/bkg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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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기존 문헌고찰  북한 련 기 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 북한이탈주민 상 북한에 흔한 질병조사,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

면담, 문가 간담회 등이다. 

1) 기존 문헌고찰  인터넷 검색

구체 으로 자료분석의 경우, 199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정기 으로 

UNICEF와 북한 앙통계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북한 모성  아동을 

상으로 실시한 다 지표집락조사(MICS)의 양․생식건강․ 생에 한 

조사자료, 유엔  WHO 등의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 2008년 실시된 

북한인구센서스, 그리고 국내외 북 지원단체에서 수집한 건강  양육 

련 자료 들을 활용하 다. 

2) 북한 거주지에서의 흔한 질병에 한 북한이탈주민 조사 

본 조사 상은 북 지원이 단된 2008년 이후 탈북한 자  북한 거

주지에서 발생된 질병이나 증상에 해 응답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본 연구에

서는 15세 이상 연령으로 한정하 다. 

조사방법은 북한이탈주민에 한 국내 정착 교육기 인 「하나원」과 지역

사회 응 교육·상담기  는 북한이탈주민 계기 (북한이탈주민재단, 

새조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한 모임), 북한 략정보서비스센터, 주 

하나센터, 북한민주화 원회)의 조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북한 거주지에서 아동, 임산부, 성인에게서 가장 흔한 질병

에 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 다. 따라서 질병이나 증상은 이들이 응

답한 로 제시하여 분류가 체계 이지 못한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 결과, 하나원 교육생 54명,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새터민 29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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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345명이었다. 

이들의 북한에서의 거주지역은 함경북도가 63.4%로 가장 많았고, 양

강도 15.6%, 평안남도  함경남도가 공히 6.5%로 이들 4개 지역 출신

이 85.5%를 차지하여 지역  특성이나 차이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답자  여성이 78.1%이었고, 연령층은 25～29세가 12.8%(4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34세 11.9%(41명), 35～39세 11.3%(39

명). 40～44세 11.0%(38명) 순이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공장원‧노동

자가 5명  2명으로 가장 많았고(38.5%), 그 다음으로 무직(28.8%), 

농장원‧어부(9.1%), 행정원‧사무원(6.4%) 순이었다.  

3)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북한 보건의료  사회 상황에 해 

악하고자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 조사를 실시하 다. 상자 선정 

 방법은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국내정착을 한 응과 재사

회화 교육 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탈북한지 1년 이내인 자들을 선정

하여 3회의 간담회(총 25명)를 개최하고 일부는 개별 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상 북한이탈주민의 부분은 국내 입국한 지 3개월 이내이어서  

사  면담 목 과 내용을 교육 계자에게 설명하게 한 후 면담을 허용

한 자들만을 상으로 하여 보다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고자 하 다. 북

한  지역의 상황을 악하기 해 성별  연령과 함께 북한에서의 

거주지역을 고려하고자 하 다. 그러나 면담에 응한 상자가 부분 함

경도 출신이 많아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면담 상자의 인구

학  특성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표 1-2>∼<표1-4>와 같다.  



Ⅰ. 서론∙29

4) 간담회 실시

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내용에 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화 

하기 해「하나원」등의 북한이탈주민 건강 상담·교육 계자 「북한

이탈주민센터」상담 장 등 주정보제공자와의 면담  간담회를 실시하

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하 다.

〈표 1-2〉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담대상자 특성: 1차 대상

참여 성별 나이 거주지 경유지 직업
동반

여부
학력 탈북년도

1 여 40 함북회령시 중국-태국 자영업 가족동반 고등중졸 2011

2 남 47 평남 중국-태국 사무직 가족동반 전문대졸 2011

3 남 70 양강도
중국-라오스- 

태국
무직

국내정착가족

도움
고등중졸 2011

4 남 69 함남 고원군 중국-태국 기관사 단독 전문대졸 2011

5 여 25 평남남포시 중국-태국 철도교환수
국내정착가족

도움
대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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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담대상자 특성: 2차 대상

참여 성별 나이 거주지 경유지 직업
동반

여부
학력 탈북년도

A 여 57세 양강도 혜산 중국-태국 협동조합 노동자 단독 고등중졸 2012

B 여 41세 함북 온성 중국-태국
가내생산업,

부양
단독 고등중졸 〃

C 남 65세 함북 무산 중국-태국 연로보장, 농업 단독 김책공대졸 〃

D 여 48세 함북 김책시 중국-태국 농장원, 부양
가족

동반
고등중졸 〃

E 여 46세 함북 무산 중국-태국 제봉, 양복사 단독 고등중졸 〃

F 여 21세 양강도 혜산시 중국-태국 학생

동반

(고모가

족)

의과대5년 

중퇴
〃

G 여 67세 양강도 혜산시 중국-태국
유치원교사

중고품장사

동반

(손자) 교원대졸 〃

H 여 51세 양강도 갑산군 중국-태국 부양
동반

(가족) 고등중졸 〃

I 여 72세 함북 청진시 중국-태국
부양, 

과거 선반공
단독 인민학교졸 〃

J 여 36세 양강도 혜산시 중국-태국 약초도매상
가족

동반
고등중졸 〃

K 여 55세 함북 무산 중국-태국 장사 단독 전문대졸 〃

L 여 41세 황북 사리원 중국-태국

당39호실 및 

선전선동부 산하

외화벌이

단독 예술대졸 2010

M 여 47세 평양 낙랑구역 중국-태국

평양시 낙랑구역 

상하수도 관리소 

2직장 통계원

단독
고등중학교

졸
2011

〈표 1-4〉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담대상자 특성: 3차 대상

참여 성별 나이 거주지 경유지 직업
동반

여부
학력 탈북년도

1 여 40세 함북 회령 중국 방송원 아나운서 단독 철도대학 2007

2 여 40 함북무산 중국
체신소(우체국전화국)

교환수
단독 고등중졸 2011

3 여 22 함북 무산 직행 유치원교사 단독  고등중졸 2012

4 여 24 함북 무산 중국귝 회사원 단독 고등중졸 2012

5 남 33 함북 직행 기계수리 노동자 가족동반 고등중졸 2012

6 남 64 함북 온성 직행 무직 (사무원) 부부동반 무응답 2011

7 여 56  (무응답) 직행 무직 부부동반 무응답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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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태

북한의 총인구는 2008년 10월 인구센서스 기 으로 24,050천명이며 

남한의 반 수 이다. 여성이 51.14%(12,300천명)이고 남성이 

48.86%(11,750천명)이다. 지  북한주민의 생활은 어떠할까? 최근 국제

기구 조사,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기 생활 에서 태아기에서 부터 출생 후 삶의 여

정에 따라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신 및 출산 

북한은 6.25 쟁 이후 1970년  까지 쟁으로 인한 인구 격감  

사회주의 건설을 한 노동력 부족과 남·북한간 인구 격차를 이기 

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 다.1)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의 향으로 출

생아수가 증가하여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 동원에 지장이 발

생하고 경제성장이 지체되자, 북한당국은 1970년  반부터 산아제한

1) 당시 북한사회의 다산문화를 변경하기 하여 의사들이 동원되어 인민반에서 다산문화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고, '자식 많은 집 치고 잘사는 집 없었고, 자식 은 집 치고 궁색한 

가정이 없었다'는 비용 소요 등 불합리성에 해 홍보하 다. 병원이 고 의료시설이 미

흡하여 여성의 임신 부분 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극복하기 하여 ‘동, 
리의 인민병원화’ 정책을 내놓고 군(軍) 병원체계의 인민병원을 동, 리까지 만들도록 했으

며, 이 병원들에 산부인과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 다. 병원에서는 여성들의 임신 기부터 

리하며 정기 인 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은 반, 설득반으로 

임신 을 강요했다. (데일리 n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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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환하 다(Eberstadt and Banister, 1990). 정책의 향으로 

1970년 에 들어 부분 여성들은 2~3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상식’이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1980년  반부터는 정책과 무 하게 여성들 

스스로 아이를 게 낳았는데, 한 자녀만을 원하거나 아  자식을 낳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 다(데일리 nk, 2012). 

1990년 에 들어 식량난으로 인구가 감소하자 북한당국은 진 인 

다산정책으로 환하 다.2)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사자ㆍ 아사

망률이 증가하고 게다가 여성들의 출산기피 상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의 

노동력과 군인 가용자원의 확보가 시 했기 때문이다(이간용, 2000). 북

한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하여 다산을 우 하는 각종 정책들을 실

시하고 있다. 이와 련,「인민보건법」제11조에서는 ‘국가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우를 베푼다’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 으로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자녀수에 따른 특별보조 을 

지 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해 주택을 우선 으로 배정하

고, 자녀가 3명일 경우 산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휴직을 제공해주고, 

4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여성에 해서는 노력동원을 면제해주는 등 다

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연합뉴스, 2005.10.12).3) 13살 미만의 자녀가 3

명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1일 노동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하되,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생활비가 지불된다(통일부, 2011). 많은 고아를 도맡

아 키우는 여성에게 '선군시  모성 웅', '노력 웅' 칭호를 주며 따라 

배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4) 

2)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반 3.0명 수 , 1980년  후반 2.5명 수  그리고 1993
년 북한인구센서스 결과 2.21명으로 격하게 감소하 다(이삼식 외, 2005). 

3) 평안북도 신의주시 녀맹원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자. 아이 셋인 여성들을 돌 주자”
는 내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각 학교에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세 에는 사회 과제(세
외부담) 일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국제평화 인권난민지원센터, 2009).

4) 앙방송은 "김정일 동지가 선군(先軍) 조국의 미래를 해 아들딸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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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1993년 11월에 모든 병원들에 인공임신  지령을 

하달하여 시술 의사에 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무보수 노동형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미 출산의 편리함을 맛본 여성들과 

국가의 엄명을 받은 의사들 간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데일리 nk, 

2012).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생계유지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

성들은 수술을 원하는 반면, 의사는 처벌을 두려워해 법이 허용하지 

않은 시술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5)6)  

그러나 1990년  경제사정 악화, 식량난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북한 

주민들은 1명도 키우기 힘든데 더 이상 고생하기 싫다면서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극 으로 호응하지 않았다(국제평화 인권난민지원센터, 

2009).7) 한 당국의 인공임신  지  피임기구의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국 보따리장사로부터 피임기구의 구입  인공임신 의 불

법 시술이 성행하 다.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 리에 인공

임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시술이 마취 없이 이루어져 

후유증이 심하여 불임이 래되는 사례도 발생되었다. 

아를 두거나 임신한 근로 여성들은 야간노동을 하며 노동에 참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노동신문, 2010). 

우고 있으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돌 주고 있는 여맹원과 여맹 일꾼들

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5.10.12일자).
5) 생활고 압박으로 임산부는 병원측에 뇌물을 주고 국가에서 배 을 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시술을 해주고 있다. 뇌물을  능력이 없는 여성들은 어

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고, 형편이 더 어려운 여성들은 방  낳은 아기를 철도역이나 

장마당 같은 곳에 놓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데일리 nk, 2012). 
6)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임신이 되어서 그걸 없애자고 왔더니 군병원에서는 수술을 안해 

다고 한다…..지 은 북에서도 출산율이 낮다고 병원에서 낙태를 해주면 법에 걸리게 되

어있다….많이 낳으라는건데 낳아서 생계를 이어갈 생각에 다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

서라도 낙태를 하려고들 노력한다( 선화). 
7) 평안북도 신의주시 한 녀맹원은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들 입까지 책임지기 어렵고,  학

교에서 내라는 게 하도 많아서 가르치지도 못할 거면 아이를 낳아서 뭐하냐는 말들을 많

이 한다”고 말했다(국제평화 인권난민지원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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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전관리 및 분만개조 

북한에서는 연간 39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을 한다. UNICEF와 

WHO는 임신 에 최소한 4회의 산 진찰을 권장하고 있다. 2009년 

UNICEF의 조사에 의하면 4회 이상 산 리를 받은 임부는 93.5%이

며, 99.6%가 1회 이상의 산 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회 이상 산 수진 임부의 비율이 평양 거주자의 경우 98%로 가장 높

았고, 양강도는 76%로 가장 낮으며,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진찰서비스 제공자는 71%가 의사라고 응답하 다. 

임신을 하면 진료소 는 병원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발 한다. 가정에

서 분만을 해도 모자보건수첩에 출생아의 몸무게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모자보건수첩을 발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수첩에 기록하지 

않아도 특별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모자보건수첩은 임산부에게 별로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분만장소는 94.7%가 의료기 에서 이루어지며, 분만시 도움을  의

료인은 의사 63.4%, 간호사 는 산 가 36.6%이었다. 제왕 개분만을 

하는 경우는 12.5%(2009년)로 WHO의 권고수 (5~15%)이며 남한

(36.6%)의 1/3 수 이다. 도시지역이 농 지역보다 상 으로 시설분

만율이 더 높았다(각각 99.8%, 86.9%). 지역별 시설분만율은 함경남도

와 평양, 자강도가 가장 높은 반면(각각 98.9%, 99%), 양강도와 황해북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0.3%)(UNICEF, 2009). 그러나 동북

부 거주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의 부분은 분만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고 증언하 다. 

한편, 삼태아를 임신하 거나 분만하게 되면 헬기가 동원되어 산모와 

출생아를 평양산원으로 후송하여 국가에서 리해 다. 주변에 삼태아를 

분만했는데 평양산원으로 이송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TV에서도 삼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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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정책을 고, 홍보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 다.

근로 임산부는 산  60일과 산후 90일간 총 150일의 유  출산휴가

를 받는다. 

  나.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북한의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부 10명  1명(11.1%)이 인공임신

 시술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자녀수를 제한하기 해(41.3%), 원치 않

는 임신(33.3%), 피임 실패(7.9%) 등,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이 82.5%로 다

수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건강상 이유 (17.5%)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인구연구소, 2002).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평가지표이면서「세계보건기구」의 생식건강 

수 을 평가하는 표 인 지표인 피임실천율은 69.1%이었다. 피임방법

으로 자궁내장치(IUD)가 48.0%로 가장 높았고, 여성 구불임술 4.2%, 

경구피임 2.3%, 그리고 피임실패 가능성이 높은 주기조  는 젤리가 

10.6%이었다. 배우자의 피임방법은 2.5%가 콘돔, 0.2%가 정 수술로 남

성피임률이 낮았다. 자궁내장치는 렴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 때

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기 구입의 어려움으로 오랜기간 방치하는 경

우가 많아 생식기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이 많다고 북한이탈주민들

은 증언하 다. 가족계획(1∼2명의 자녀)에 해서는 남성의 83.6%가 찬

성하 고 모성의 21%가 피임을 원하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임도구의 보 부족으로 결국 원치않는 임신의 상당수가 열악하고 취약한 

의료여건에서 인공임신 술로 이어져 모성의 생식건강이 악화되고 있으

며, 향후 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UNFPA, 2007).

한편, 평양을 제외한 부분의 지역에서 가임기 여성들에게 생(생리)

가 공 되지 못해 이들은 비 생 으로 리할 수밖에 없어 생식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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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문제되고 있다. 상업화된 매춘과 여 생 매춘, 그리고 생계유지를 

한 매춘이 음성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은 하 다. 

피임과 인공임신 과 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함북 온성 

  피임은 ‘고리’삽입이 부분이다. 인공임신 은 병원 산부인

과에서 하지만 뇌물이 필요하다. 

- 양강도 혜산 

 소 수술(임신 기), 인공임신 (임신후반), 출산시 무통분만

이 유행하고 있다, 김정일 시  때 무통분만 기계를 도입(여성이 

출산시 고통을 이려는 정책을 시행)하여 제왕 개 수술이 유행

했다. 최근 인공임신 을 병원에서 지하지만 개인별로 산부

인과 의사 출신에게 뇌물을 주고 한다.

- 함북 청진 

 재는 국가에서 ‘고리’를 이용한 피임정책이 없어졌다. 임신이 되면 

소 술이나 임신 6개월 이후 임신  수술을 하나 뇌물이 필요하다

- 함북 무산 

 인공임신 은 수술 8개월까지 가능하며 부분의 여성들은 출

산을 기피하는 분 기이다. 자녀 2명 이상 출산은 거부한다.

- 양강도 갑산군 

 피임으로 고리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많다. 고리를 개인별로 사

서 병원에 가서 뇌물을 주고 시술을 받는다

  다. 질병 이환 및 모성 사망

  

1) 임산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345명)을 상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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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강원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남 황북 평양

영양결핍 46.6 100.0 30.4 50.0 33.3 50.0 46.2 49.3 50.0 50.0 25.0 
결핵 8.2 - 8.7 - 11.1 - - 9.0 - - 25.0 

부인과질환 7.2 - 13.0 - - - 7.7 7.6 - - -
대장염 2.4 - - - - - - 3.5 - - -

심장질환 1.4 - - - - - - 2.1 - - -
요로계질환 1.4 - - - 11.1 - 7.7 0.7 - - -

빈혈 2.9 - 4.3 - 11.1 50.0 - 2.1 - - -
출혈 2.4 - 4.3 - - - 7.7 1.4 50.0 - -

산후병 2.4 - 4.3 - - - 7.7 2.1 - - -
감기 1.4 - 4.3 - 11.1 - - 0.7 - - -
간염 2.9 - 8.7 - - - 7.7 2.1 - - -
암 6.7 - 4.3 - 22.2 - 7.7 6.3 - - 25.0 

부종 4.3 - 13.0 - - - - 4.2 - - -
기타 9.6 - 4.3 50.0 - - 7.7 9.0 - 50.0 25.0 
전체

(N)
100.0
(208)

100.0 
(3)

100.0 
(23)

100.0 
(6)

100.0  
(9)

100.0 
(2)

100.0 
(13)

100.0 
(144)

100.0 
(2)

100.0 
(2)

100.0 
(4)

산부에게 흔히 나타났던 질병이나 증상에 해 질문한 결과, 30세 이하 

조사 상자들은 부분 응답하지 않아 체 응답건은 208건이었다. 응

답건의 46.6%가 임산부의 양결핍이 가장 흔하다고 응답하 고, 그 다

음으로 결핵(8.2%), 부인과질환(7.2%) 순이었다. 평양 거주자인 경우도 

양결핍과 결핵이 임산부에세 흔한 질병이라고 응답하 다(표 2-1). 

UNICEF가 출산 후 2년 이내 산모의 양상태를 조사한 결과(상완 둘

 기 ), 4명  1명이 양결핍 상태이었고. 북한 15∼49세 체 여

성 에서는 3명  1명이 빈 증상을 보여(UNICEF, 2009) <표 2-1>

에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를 

상으로 양지원과 결핵 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거주지역별 임산부에게 흔한 질병

(단위: %)

주: 1) 복수응답건

   2) 심장질환 : 심장병, 심장신경증

   3) 요로계질환 : 방광염, 신부전

   4) 기타 : 뇌졸중, 뇌혈전 반신마비, 낙태, 자궁외임신, 장티푸스, 전염병, 파라티푸스, 펠라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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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산부들이 치료받지 못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에 

해서는 결핵과 부인과질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임산부 건강 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함북 무산 

   임산부들은 출산시 사망하고 출산 후 양실조에 걸리며, 자궁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 양강도 혜산 

  임산부들이 임신 독증, 양양실조로 고생한다.

- 함북 청진 

   임산부에게 양실조가 많다.

2) 모성사망

모성사망비는 한 국가의 보건수 을 평가하는 표 인 지표이다. 

2008년 출생 10만명당 77.2명으로 15년 인 1993년(54명)보다 악화

되었고, 남한(출생 10만명당 15명)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수 이다.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지역의 임산부의 경우는 이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다(그림 2-1). 

모성사망의 70%는 가정에서 분만한 경우이었다. 사망원인은 출  

(30%), 빈 (13%), 감염(12%), 난산  임신 독증(12%) 순이다(북한

앙통계국, 2009).

최근에는 UNICEF에서 모성사망비를 370명(2009년)으로 제시하여 

인구센서스 수치(77.2명)보다 4배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이 수치는 UNICEF의 년도 수 (출생 10만명당 250

명)보다 모성 건강수 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UNICE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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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북한 지역별 모성사망비 분포 : 2008년

                                                            단 : 명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 of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DPR  
                 Korea, 2009 

   

2. 영유아기

출산을 한 가정에서는 세 주가 거주지 ‘분주소(보완서, 출소에 해

당)’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분주서’에서 출생신고서를 받아 

인 사항으로서 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성, 부·모의 이름  계 등을 

기재하여 인민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출생등록을 하고 ‘분주소’

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분주소’에서 출생증을 발 한

다. 이후 시(구역‧군) 안 부

에서 확인을 받아 직장 식량 

취 자에게 제출한다(통일부, 

2010. 09. 29). 출생증은 17

세 이하 청소년들의 증명서로

서, 식량배 시에 활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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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부터는 신분증으로 공민증(주민등록증)을 발 한다. 

최근 모성들은 출생아를 탁아소 등에 맡기기보다 육아를 이유로 직장

에 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식량배 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직장에 다

녀도 일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이다(탈북자 면담, 2012. 12).    

  가. 출생아 체중 

연간 34만 여명에 달하는 출생아의 성비는 여아 100명을 기 으로 

할 때, 남아는 104명이다. 출생시 체 이 2,500gm 미만의 체 아로 

태어난 경우는 100명  5.7명이었다(UNICEF, 2010). 그런데 

1,500gm 정도의 극소 체 인 경우는 생존하지 못하고 출산과정이나 

출생직후 사망하기 때문에 부분 이들을 제외한 수치이어서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자강도·황해북도(7.7%), 강원도

(7.0%)와 평양(3.8%)과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2〕지역간 출생시 저체중 출생아 비율 : 2009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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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9 Final Report MIC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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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유수유 및 보충식

UNICEF와 북한 앙통계국이 2009년 10개도의 7,500가구를 상으

로 실시한 다 지표집락조사(MICS)에 의하면 조사일 기  2세 미만 

유아의 99%는 출생 후 1일 이내에 모유가 수유되었다. 생후 6개월 미

만 아동  약 88.6 %가 완  모유수유 이었는데, 이는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 이다(  세계 평균 약 40%). 생후 12～15

개월아의 86.3%는 12개월까지 모유수유를 받았고, 생후 20～23 개월 

유아의 36.1%가 모유수유 이었다. 

남아들이 여아보다 완 모유수유 비율이 더 높았고, 도시와 농 지

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모든 월령군에서 농 의 모유수유아 비

율이 더 높았다. 

 〈표 2-2〉성별, 모성 교육수준별 모유수유 실천율: 2009

                                                                                                
                                                  (단위: %, 명)

구분

생후 0-5개월아 생후 12-15개월아 생후 20-23개월아

완전

모유수유

주로

모유수유
아동수

1년

모유수유 
아동수 모유수유 중 아동수

계 88.6 91.8 164 86.3 162 36.0 152
성별

남아 90.5 92.6 80 87.8 84 36.1 81
여아 86.9 91.1 84 84.9 79 35.9 71

주거

도시 84.1 89.0 97 78.8 91 25.5 95
농촌 95.3 96.0 66 96.0 71 53.5 57

어머니 교육수준

중등 88.2 91.7 146 87.5 130 37.6 122
고등 92.7 92.7 17 81.8 32 29.6 30

자료: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9 Final Report MIC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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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는 이와 같이 높은 모유수유율 수치에 해 과장되었을 여

지가 있다고 지 하 다. 즉, 북한에서 모든 근로여성의 유아들은 탁

아소에 맡겨지기 때문에 1회 실시하여도 모유수유 한다고 응답하 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보건성은 그 동안 산모  아동

의 건강 리를 해 직장 탁아소에서 2∼3시간 간격으로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법 으로 허용하 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홍보를 

실시하는 등 모유수유 권장정책을 개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한 결과, 생후 8개월이 이하 아를 둔 모성에게

는 2시간에 한 번씩 20～30분 동안 탁아소에 와서 자녀에게 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증언하여 모유수유 실천에 한 북한당국

의 정책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모유수유 권장정책이 지속 인 식량난으로 인해 유아

가 섭취할 수 있는 식량부족을 타 하기 한 방편이라고 지 하 으

나 남한보다 높은 모유수유 실천율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면 보충식 섭취실태는 어떠할까? 출생아가 생후 6개월이 되면 

모유만으로는 양분이 부족하여 보충식을 시작하여야 한다. 북한은 생

후 6~8 개월 아의 29%만이 고형식, 반고형식, 혹은 보충식을 시작하

고, 생후 23개월에는 반만이(48%)이 최소한의 횟수8)로 고형식, 반

고형식  유동식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지

하 듯이 북한의 고착된 식량난으로 인해 유아에게 필요한 보충식이 

시에 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여 히 모유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충식 섭취 비율은 자강도가 32%로 가장 낮은 최소 섭취횟수

를 보 고 평안북도가 54%로 가장 높았다. 

8) 최소한의 식사 빈도는 모유수유 인 생후 6-8 개월 아동의 경우, 2회 이상의 (반)고형식 

혹은 유동식 섭취의 경우로 정의된다. 모유 수유 인 9-23 개월 아동은 어도 3회 (반)
고형식 혹은 유동식 섭취의 경우, 모유수유를 받지 않는 6-23 개월 아동은 일에 어도 

4회의 (반)고형식 는 유동식, 혹은 우유 식을 받은 아동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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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방접종 실태

북한은 감염병 통제를 해 WHO와 UNICEF의 지원으로 유아를 

상으로 BCG, DPT, 홍역, 소아마비 등의 방 종을 시행하여 왔다. 

시행방식은 WHO의 방침에 따라 1997년부터 매년 10월 20일과 11월 

20일을 '민족 건강어린이날'로 지정하여 국 시‧군 의료시설과 생방

역기 에서 기술강습  생선 과 함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소

아마비를 비롯한 방 종을 정기 으로 실시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해 담당구역제

가 구축되어 있어 방 종사업은 확실히 실시한다고 한다. UN사찰단은 

정기 으로 북한에 오며, 당시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 던 병원에도 왔

었다고 하 다. 이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1995년 1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BCG 종을 모두 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백신 부족으로 BCG 종이 어렵게 되었다. 내 

자녀도 1996년에 태어나 BCG 종이 어려웠지만 내가 보건요원이

었기 때문에 종할 수 있었다. 보통 아이들은 종이 어려웠다. 

그 결과, 이후 빈곤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성뇌막염이 많이 발

생하게 되었다. 결핵환자가 있는 집은 그 집안의 체질이 결핵균의 

침투가능성이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 종체계는 원래는 의사 1명과 약사 1명으로 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재 어렵기 때문에 보건분야에 한 일반상식이 있

는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일꾼 1명당 인민반 2～3개를 맡아 기본

종사업과 쥐잡이, 해충구제 등의 일을 한다.

최근 UN이 11월 21일을 세계 종의 날이라고 정해서 UN이 보낸 

약으로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 종을 한다. 아직까지 종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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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보건요원들에게 종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종상황을 악하고 있다. 

한 콜 라, 장티 스, 발진티 스, 라티 스 등 성인 종

사업도 강화하는 편이다. 출근 인 새벽 5～6시나 퇴근 후 녁 

9～10시에 여섯 번씩 수시로 찾아가 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세에 달한 아의 경우, 99.3%의 소아마비 종률을 보

이고 있어 소아마비 박멸사업은 궤도에 오른 수 이라 평가할 수 있으

며, 홍역 방 종률은 99.2%, BCG 96.9%, DTP(3회)는 91.7%로 매

우 높은 수 이다(WHO, 2009). 

  라. 영양상태 

성장발육기에 있는 아동의 양상태를 평가하는 표 인 지표는 

체 , 만성 양결핍, 성 양결핍의 비율이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등도 체 (18.8%)이었

고 4%는 심각한 체  상태이었다. 약 3명  1명(32.4%)이 그들의 

연령에 비해 등도로 발육이 하되어 만성 양결핍(연령 비 낮은 신

장) 상태이었고, 5.2%는 성 양결핍 상태이었다. 

1) 지역별 양상태 

양상태를 평가하는 3  지표( 체   만성․ 성 양결핍) 모두 

농 지역 5세 미만 아동의 양결핍 비율이 도시 아동보다 더 높았다. 

농 지역 아동의 체  비율(26.7%)과 만성 양결핍 비율(45.0%)이  

도시지역 아동(각 13.2%, 23.4%)보다 약 2배 높았다. 

지역별 차이를 악한 결과, 체  아동 비율이 양강도(25.4%)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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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강도(22.0%), 함경북도(21.9%)  함경남도

(21.5%) 순이었다. 만성 양결핍 역시 양강도, 자강도가 가장 높아 

40% 이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체 과 동일하게 함경남북도 이었다. 

이상과 같이 제반 양지표는 도농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2-3〕북한 영양결핍 아동 비율 추이 : 1998～200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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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양상태 평가대상이 2000년, 2009년은 5세 미만아 이며, 그 외 연도는 7세 미만 아동이 대상임.  

 자료: 1) EU‧UNICEF‧WFP, Nutrition Survey of the DPRK, 1998. 

2)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0 Report of the Second MICS. 

3)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Report on the DPRK 2002, Nutrition 

Assessment, 2002.

4) CBS‧ICN DPRK,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2005.

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DPRK Report, 2006. 

6)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9 Final Report MICS, 2010.

2) 연령별 양상태

모유수유만으로 양섭취가 가능했던 생후 6개월 아동  만성 양

결핍 비율은 12.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생후 6개월이 지

나면서 격하게 양결핍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어 만성 양결

핍 비율은 12.5%에서 23.6%, 성 양결핍은 1.8%에서 4.8%,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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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5.6%에서 17.4%로 2∼3배에 이르 다. 한 2세가 되면서 

만성 양결핍은 성장할수록 양결핍이 심화되어 4~5세가 되면 46.5% 

즉, 2명  1명이 등도로 발육이 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질병 이환 및 영유아 사망

1) 유아 다빈도 질환

2008년 이후 탈북한 자  15세 이상의 연령이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기 인「하나원」에서 교육 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새

터민(345명)을 상으로 북한의 거주지에서 흔히 발생되었던 질병이나 

증상에 해 조사하 다. 

이들은 아동에게 흔히 발생되었던 질병이나 증상에 해 1∼2개의 질

병을 제시하 다. 체 응답건  가장 높은 질병은 양결핍 25.4%, 

호흡기 질환 23.9%이었고, 그 다음으로 장 질환, 설사 순이었다. 

양결핍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이었다

(표 2-3). 

2009년 UNICEF 조사에 의하면 2주 동안 5세 미만 아동  5.9%가 

폐렴 증상을 경험하 으며, 이들  80%만이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아동의 치료비율은 93%이었으나 농 지역 

80%로 도농간 격차가 컸다(UNICEF, 2011).

한 5세 미만 아동의 14%가 지난 2주간 설사증을 경험하 고, 사망

아  11%가 설사증이 원인이어서 설사증은 북한 아동에게서 가장 흔

하게 발생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감염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담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자강도의 경우 수두가, 황해북도는 설

사, 결핵, 간염이 아동에게 흔한 질병인 것으로 악되었는데(표2-3), 이

들 거주지역의 조사 상자가 소수라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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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강원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남 황북 평양

영양결핍 25.4 22.3 19.8 18.2 10.0 25.0 31.3 28.5 22.2 - 14.3

호흡기질환 23.9 33.3 27.2 0.3 33.3 50.0 21.9 22.8 - - 42.9

위장관질환 11.6 - 12.3 - 6.7 - 12.5 11.9 33.3 - 28.6

설사 8.4 11.1 8.6 - 13.3 - 15.6 7.4 11.1 25.0 -

결핵 4.2 11.1 2.5 - 6.7 - - 4.5 - 25.0 14.3

간염 1.7 - 2.5 9.1 - - - 1.5 - 25.0 -

콜레라 1.1 - - 9.1 - 25.0 - 1.2 - - -

장티푸스 2.1 - 1.2 9.1 3.3 - - 2.4 - - -

수두 3.1 - 2.5 27.3 3.3 - - 2.7 11.1 - -

소아마비 2.9 - 3.7 - 3.3 - 3.1 3 - - -

홍역 3.4 - 2.5 - 3.3 - 6.3 3.9 - - -

뇌염 1.3 - 3.7 - - - - 1.2 - - -

구루병 2.9 11.1 4.9 - 10.0 - - 1.8 11.1 - -

기타 8.0 11.0 8.6 27.0 6.7 - 9.4 7.4 11.1 25.0 -

전체

(N)
100.0
(524)

100.0
(9)

100.0
(81)

100.0
(11)

100.0
(30)

100.0
(4)

100.0
(32)

100.0
(337)

100.0
(9)

100.0
(4)

100.0
(7)

한편, 아동들이 치료받지 못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은 

양결핍, 호흡기 질환, 설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거주지역별 영유아에게 흔한 질병

(단위: %)

주: 1) 복수응답건

   2) 호흡기계질환 : 폐렴, 기관지염, 백일해, 천식, 늑막염

   3) 위장관계질환 : 대장염, 소화불량(체기), 위염

   4) 기타 : 빈혈, 피부병, 화농성중이염, 말라리아, 관절염(류마티스), 파라티푸스, 펠라그라, 충치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에서 아동에게 흔했던 질병과 자녀에게 

발생된 질병 리 경험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함북 무산 : 우리 거주지역 아동에게는 양실조, 성 설사병, 

라티푸스, 결핵, 기형아가 많다. 

- 양강도 혜산A : 아동  폐렴으로 많이 사망한다

- 함북 청진 : 아동은 양실조, 설사, 장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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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도 혜산B: 

  아들이 연탄가스 독으로 혜산시병원에 입원하 다. 신경과 의

사가 사오라는 약을 구입하기 해 신경과 의사와 함께 장마당

을 갔다. 약을 구입하기  뇌물을 주면서 인사치례를 했고 의사

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주었다. 연탄가스 독에는 반드시 수

을 해야 기억력이 제 로 돌아온다고 해서 의사가 수 을 받

도록 선처를 해주어서 아들이 수 을 2-3회 받고 완쾌 되었다.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은 것은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북한에서 살아가기 해서는 반드

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  유아 사망

건강하게 출생하 다하여도 이들은 질병에 취약한 계층이다. 2008년 

기  생후 12개월 이내 아 사망률이 출생 1천명당 19.3명이었다. 이

후 5세에 이르기 에 출생 1천 명당 26.7명이 사망하 다. 사망원인은 

미숙아, 질식사, 선천성기형 등으로 신생아기( 체  등) 병태가 51%, 

폐렴 17%, 설사증 11% 순이다. 평양에서 출생할 경우 평균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다소 낮은 반면, 농 지역과 황해북도, 양강도 는 자강도 지

역 출생아는 다소 높다. 

앞서 설사증은 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증상이었는데, 아동기

에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와 양섭취의 장애로 양결핍 상태에 이르고, 

이는 곧 면역력 감소로 이어져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설사증을 비롯한 수인성 감염병은 부분 오염된 식수와 음식 등을 

매개로 발생된다.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북한 가정내 상수도 공

비율을 살펴보면 85%가 지역내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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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북한통계국, 2009) 안 한 식수공 에 필요한 정수시스템의 미비와 

상수도 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원 노출로 인해 설사증이 만연될 수 있

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동기    

 
  가. 건강관리 

북한에는 의사담당구역제가 도입되어 호담당의사가 일정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리하게 되어 있다. 의사담당구역제에 해 북한당국

은 ‘보건사업에서 방의학  방침을 철 히 철하며 인민들에게 완

하고 반 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하게 하는 의료 사조직이 기본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아동의 건강 리에도 그 로 

용되어 소아과의사에 의한 담당구역제가 운 되고 있다. 이에 해 북

한의 의학교과서에는 ‘소아과의사들이 담당지역내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

임지고 돌보는 건강 리책임제이며 어린이에게 우리 당의 방의학  방

침과 반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철 히 실 되게 하는 의료 사조직의 

기본 형태이다’라고 언 되어 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지역담당제와 직장(활동단 )담당제의 두 가지 형태

로 구분되어 지역담당제는 담당지역내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

학교 아동의 건강 리와 의료 사를 으로 책임지면서 담당지역 밖의 

탁아소, 유치원 아동들에게도 의료 사를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들

은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서는 설치지역내 담당의사의 건강 리를 받으

며 가정에서는 거주지 담당구역의사로부터 건강 리를 받게 되어 있다. 

유치원과 탁아소에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민학교와 고등 학교 

학생의 건강 리는 호담당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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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체계로, 학교별로 상·하반기 나 어 신체검사와 진료를 실시한다. 호

담당의사가 10여명의 의사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신체검사, 건강검

진  방 종을 실시한다. 이 때, 결핵은 결핵병원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학교별로 이동 x-ray검사를 실시하고, 기생충 검사는 호담당의사가 

구역별로 진행한다(기생충 검사는 국가 으로 1∼2일간  학교에서 실

시). 호담당의사는 구역별로 건강카드를 리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구역학교의 신체검진 자료를 기록하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도록 조치한다.

학에는 학내 진료소를 갖추고 있어 건강 리를 하고 있으며, 모든 

건강 리 업무는 의사가 담당하며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1980년  

까지는 간호사를 배치했는데 1990년  이후에는 의사만 배치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은 증언하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반드시 

방 종 카드와 건강자료를 지참하여 새거주지 진료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미첨부시  거주지역에 가서 찾아오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구충사업 지원단체 계자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기생

충 감염률은 우리(남한)의 1970년  수 인 체 어린이의 20%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2003).

  나. 학교 진학  

1) 학제  의무교육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를 구 하여 후 들을 사회와 인민을 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의 목 을 명시하

고 있다. 학제는 4·6·4(7)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 학교 6년, 학 

4~7년9)으로 되어 있다. 의무교육제는 ‘ 반  의무교육기간(만5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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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으로 유치원 높은 반 1년 과정(5세)과 인민학교 4년, 고등 학교 6

년 등 총 11년 동안 국가가 모든 아동을 책임지고 무상으로 교육시킨다

는 제도로 197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 으로는 유치원

부터 학까지 과정에 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비는 물론 컴

퓨터, 교복, 교과서, 신발, 각종 학용품, 모든 비품까지 무료로 국가가 

공 한다(http://heejung861.blog.me/130130439298).10)

그러나 함북 무산, 함북 청진, 양강도 혜산지역 등에서 거주하 던 북

한이탈주민과의 면담에 따르면 제도와 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교복도 2-3년에 한 번 정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선물  

 로 받고 있으며 각종 교재비, 화목  등을 납부하고 있어 돈이없으면 

학교 보내지 못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는 물론 농

지역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해 부모의 부분은 개인교습을 시키

고 있다. 어를 비롯해 수학, 손풍  등의 개인교습이 성행하고 

있다. 어는 학교 공부를 잘 하기 한 목 도 있지만 최근에는 

학 입학시에 어가 필요해서 배우기도 한다. 손풍 이나 피아

노 같은 악기를 다루는 과외를 시키는 목 은 능력을 갖추어서 돈

을 벌기 한 목 이다. 간혹 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국

어를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과외비용으로 1개월당 국돈 

약 200 안 정도 다( 국 돈 100원은 북한돈 50,000원 수 ).

9) 학은 2년제  4~7년제 학과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북한의 각 

학들에는 통신  야간반이 있다. 연합기업소와 1  기업소에는 공장 학이 있어 공장

운 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어장ㆍ농장 학 등도 있다(통일부, 
2010/09/29). 

10) 김정일 국방 원장의 교육신념은 “나라 살림이 조  어려워도 도로건설 아스팔트 까는 

것을 좀 늦추더라도, 자라나는 후 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heejung861.blog.me/13013043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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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평양 내 특수 학교(평양제1 , 동평

양제1 . 성1  등) 진학 목 이나 특기 성( 술, 외국어)을 

해 과외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의무교육으로 인한 높은 취학률로 인해 2008년 북한 당국은 문

맹자가 불과 326명이라고 발표하여(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9) 높은 교육수 과 함께 성 차별도 없어 보인다. 새천년

개발목표(MDGs)  두 번째 목표인 ‘보편  등교육 실 ’ 목표를 달

성하 고 ‘ 등교육 등록  이수비율(지표6, 지표7)’ 목표도 이미 달성

된 셈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의 MDG2에 해 평가하지 않았다. 술

한 ‘사회주의 헌법’(제4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무교육이 사회주의 

명과업을 하여 투쟁하도록 사상을 교육한다는 에서 평가를 유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2) 등교육 

북한에서는 엄격한 조직이 모든 생활의 기 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동

기 아동들의 활동들도 조직화·집단화되어 있다. 성별, 연령, 사회계층, 지

역 등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은 일반 으로 당에서 하

달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민학교와 고등 학교 학생들의 통학은  

도보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의 경우, 부분 걸어간다. 학생

들은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인원확인과 복장검사를 한 후에 함

께 등교한다. 학 장이나 학생조직장의 지휘로 인민학교와 고등 학교 

학생들은 을 서서 합창을 하면서 학교로 간다. 학교정문에 도착하면 

소년단이나 사로청 원회 간부들로 구성된 규찰 가 공부할 비상태, 

머리와 복장검사, 특히 김일성뺏지 착용여부에 한 검열을 한다. 모임

장소에 모이지 않고 혼자서 학교에 온 학생은 규찰 에게 벌을 받느라

고 학교 정문에 서 있게 된다(박성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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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진학 

남한의 ·고등학교 과정을 합쳐놓은 과정이 ‘고등 학교’이다. 고등

학교 졸업반이 되면 이들은 학진학, 군 11), 직장배치라는 세 가지 진

로 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 으로 학 진학은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는 고등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진학의 특권을 리기도 한다. 보통 

고등 학교 졸업생  10% 정도가 본시험까지 통과해 학에 바로 진

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을 ‘직통생’으로 칭함). 이들 ‘직통생’

은 순수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기 힘들며, 주로 북한 내 기득권층의 자녀

들이다. 직통생의 경우 10월 말쯤 국가에서 국 으로 실시하는 학 

입학 비시험의 성 을 바탕으로 시, 도, 군의 각 학에 배정되며, 이

듬해 1월 배정된 학에서 다시 시험12)을 본 후 최종 으로 학에 진

학한다. 

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은 군 에 가거나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른 학 진학경로로 고등 학교 졸업 후 군 나 직장으로 

진출해 2~4년간 복무(근무)한 뒤 소속 단 의 추천을 받아 학에 들어

갈 수 있다. 직통생은 학정원의 약 30%이며, 군 나 직장을 경유해 

우회 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학정원의 70% 수 이다. 한편, 우회 으

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배우는 학문이 한정되어 있다. (통일부 통일미

래길잡이, 2010.9.29)

북한에는 강성 국을 한 인재 양성목 으로 2002∼2003년에 2배 

이상의 학을 설립하여 국에 772개(2003) 학이 설립되어 있다(교

11) 군 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 남성은 17세에 입 하여 10년 의무기간이며, 여성은 선

택임.
12) 과목은 필기, 체력장, 면  등이며, 필기시험은 교육성이 출제한 명력사, 문학, 수학, 화

학, 물리, 어 등 6개 과목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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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 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4;통계청, 2004). 학은 종합 학, 단

과 학, 교원 학  사범 학으로 별되며, 산업체 부설형 교육기 인 

'일하면서 배우는 학'으로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설치·운 되는 공장

학, 수산사업소에 설치·운 되는 어장 학, 규모 동농장이나 목장에 

설치·운 되는 농장 학 등이 있다. 특수교육체계는 체능계와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특수계층의 자녀교육을 한 것으로 

1각 도·시·군의 제1고등 학교, 각종 체능학교  문학교, 외국어학

원, 명유자녀학원 등이 있다. 학제는 교원 학을 제외하면 부분 4년

제이다. 외국어 문교육기 으로 각 도에 외국어학원(6년제)이 있으며 

고등교육 부문으로 김일성종합 학 외국어문학부, 평양외국어 학, 국제

계 학 등이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몰론 출신성분 등에 따

라 진학이 제한되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성 우수자에게 진학자격이 

주어지는 학교들이 있다.

학에서 문교육을 받을수록 보다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로 입시경쟁이 존재한다. 4월에 개학하는 북한에서 1월은 

본격 인 입시철이다. 시험제도와 방식은 남한과는 달리, 학 선택권이 

개개인이 아닌 국가가 가지고 있다. 즉, 각 도·시·군 교육부처가 지역별

로 실시하는 ' 학입학을 한 비시험'(수능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만 학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  원서를 제출하는 

남한과 달리 입시원서가 필요치 않으며, 학생 개개인의 가정 성분 는 

신상 등과 련한 자료는 기 서류로 분류되어 등기우편으로 해당 학

에 보내진다. 입학시험은 국 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필기, 체육, 인

물심사 등이다. 체육시험과 인물심사는 합격여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

는다.

한편, 북한은 제 군인을 공로자에 포함시켜 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최 한 보장해 주고, 그들의 건강  기능 수  등을 고려하여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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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취업을 우선 으로 알선해 주는 등 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직장을 배정 받을 때 장교와 사병으로 차등을 두

고 있는데 군 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로 시ㆍ군ㆍ구역 행정단 에 

배치되는 반면 일반 사병들은 농 ㆍ탄 ㆍ건설 등 경제건설 분야에 집

단 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은 7명  1명이, 여성은 12명  1명 정도가 학교육을 이수

해,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 이 높다.

4. 청장년기

 
  가. 기초생활 수준 

2000년 유엔이 개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첫 번째 목표는  

‘빈곤 퇴치’이며, 빈곤의 평가지표로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생활인구

비율’과 ‘최소수  이하의 음식섭취 인구비율’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북

한의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생활인구비율’에 한 련지표는 북한의 

비 조로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08년 양결핍 인구가 체 인구의 35%(820만 명)에 이르러 

(FAO·WFP, 2011)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

아인구의 증가비율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유엔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아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34개국 

) 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1년 국제기구의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약하고 부실한 양섭취 가구비율이 77%(WFP, FAO, UNICEF, 

2011)이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가구소득원  기아 수 을 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 양강도 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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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10만원정도 수입으로 살았다. 10만

원이면 국 (지 ) 30KG을 구입할 수 있다. 

- 함북 청진시 

   청진역 앞에서 강냉이 장사로 1일당 500원정도 벌이를 했

다. 부모와는 한 집에서 살지만 웃방은 어른 거주, 아랫방은 

자녀 거주, 각자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면서 산다.

- 함북 온성군 

  남양구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B는 돼지키우기, 강냉이로 

고리 업, 농사 등으로 월 3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다.

- 양강도 혜산 

 약 장사로 월 30만원 이상 돈을 벌었다. 혜산에서 마을 38가

구  2집은 아주 큰 부자로 살고 있고 20%는 잘사는 사람, 

40%는 간정도, 30%는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하 다. 

- 거주지 무응답 북한이탈주민 

 외화벌이 사업일을 할 당시 항상 집에는 최소 50만 달러 정도

의 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달 소비가 5천~6천(북한돈 1천5

백만)이며 본인은 낮은 계층의 상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M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자신의 한달 월  3,500원과 남편 

월  2,000원의 총수입 5,500원 정도이다. 이 월 으로 생활

비가 되지 않아서 시가와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생활하 다. 

한 남한에 기 입국 가족이 있어 남한가족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 다. 한국산 제품으로 쿠쿠밥솥( 1개 

국돈 1500원(30만원)), 매일맘마 분유 등이 들어온다(주민

들은 UN 혹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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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1인 1기’ 교양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악기, 노

래, 춤에 익숙하고, 각 직장에서 단체로 화나 교 를 람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휴일이나 명 이 되면 직장별로 야유회나 체육 회를 갖거나 

술소품경연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평양의 주요호텔과 형음식  등에서 ‘화면반주음악실’(노

래방)이 성업 이고, 바둑과 낚시도 선풍 인 인기를 끄는 등 노동자들

의 여가생활이 차 다양해지고 있다. 

 - 양강도 혜산 

   보천 온천으로 물놀이 가는 경우가 많다. 당일에 차를 임 해

서 무리지어 간다. 학생의 경우 국산 소형 녹음기, MP-3

를 비해서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논다. 과거 동물원에 가면 

볼거리가 있었는데 재는 동물원에 볼거리가 없다. 밖으로 놀

러가는 것보다 집에서 TV나 CD( 국산)를 본다. 장마당에서 

CD 1개당 1,000∼1,500원, DVD는 3,000원 수 이며, 한국

산 CD나 DVD를 보다 발되면 교화소 3년행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CD와 DVD를 많이 본다. 

 - 평양 

  김일성 장, 능라도, 동강 강변, 모란  주변으로 산책간다

 - 함북 온성 

   에 산나물 날 때  자 거 타고 수지에서 놀다가 온다. 남

자는 낚시질. 여자는 음식을 해서 먹고 춤추고 노래부르고 논

다. 남자 직장에서는 단오날 도시락 비해서 산으로 들로 놀

러간다. 명 (2.16/4.15)은 체육 회에 온가족이 별로 

논다. 학생의 경우 , 가을 소풍( 동산, 가을동산)을 갔지

만 지 은 학교 운동장에서 도시락을 비해서 먹고 논다. 소

풍때는 담임선생님께 도시락을 비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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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맛내기(미원) 1통, 옷, 2KG를 선물했다. 학교 선생

님께 명 ,한식, 생일에는 꼭 뇌물을 주었다.

  - 함북 무산 

   장마당에서 1주일에 화요일마다 일은 휴식을 하는데 여맹원 학

습일로 지정되어 있어 돈주고 휴식을 한다. 휴식일에는 상인들

끼리 춤추고 논다. 가족단  경치좋은 곳으로 소풍을 간다. 

3.8부녀 , 5.1노동자 , 4.25 인민군  창당일에는 직장별

로 체육경기를 하고 2월 16일, 4월.15일은 공연 활동을 한다

  나. 흡연 및 음주 

북한당국은 식량 배 이 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술과 담배 섭취

량이 증가하 다고 보도하 다(북한자유방송, 2012). 

16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2003년 59.9%로 발표하고, 이들은 1일 

평균 15.3개피의 담배를 소모하 다고 지 하 다(WHO, 2003). 이에 

북한정부는 ` 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연 캠페인을 

으로 개하고 있으며, 출 물, 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담배의 

해독성과 련 홍보활동을 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

언에 의하면 군 에서 군인들에게 1일 10개피의 담배가 배 되어 부

분의 남성이 17세에 군 에 입 하면서 흡연을 하게 된다고 지 하 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흡연율은 52.3%로 2003년보

다는 감소되었으나 여 히 높은 수 이다. 한편, 북한 남성의 알코올 섭

취율은 44%로 아시아 10개국  1 이었다(WH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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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인 다빈도 질환 발생 실태 

1) 다빈도 발생 질환

술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건강 리는 일차 으로 호담당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군 병원 는 구역병원, 리 인민병원  진료

소에 근무하고 있는 호담당 의사가 오 에 주로 내원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담당가구(1인당 평균 130～140가구)를 방문하여 건강 리와 

상담, 생선 ‧ 생개조‧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 성인에게 흔히 발생되

었던 질병이나 증상에 해 질의한 결과, 체 응답건  결핵과 간질환

(간염, 간경화증)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아 각각 29.5%, 20.4%이었다. 

결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이

었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거주자는 

결핵이나 간질환보다는 양결핍이 흔하다고 응답한 이다(표 2-4). 

이들이 치료받지 못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질병도 결핵과 간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함북 청진 

   성인은 뇌졸 , 간복수, 암, 결핵으로 쓰러진다. 

- 함북 온성 

   성인은 결핵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약은 장마당에서 

야매값으로 구입. 약값은 비슷하다

- 함북 무산 

   사람들 부분 머리에 ‘이’가 많다. 신경통으로 고생한다. 성

인의 경우 간복수, 간암이 많다. 

- 양강도 혜산 : 성인은 간경변, 결핵 환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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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강원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남 황북 평양

영양결핍 10.8 16.7 7.3 40.0 6.7 - 20.0 9.8 28.6 33.3 12.5 

결핵 29.5 - 30.2 10.0 26.7 16.7 32.5 31.0 14.3 - 25.0 

간질환 20.4 16.7 18.8 20.0 23.3 33.3 20.0 21.2 14.3 - -

대장염 1.5 16.7 1.0 - - - - 1.6 14.3 - -

호흡기계질환 4.5 - 2.1 - 6.7 33.3 5.0 4.8 - - -

위장관계질환 2.7 16.7 5.2 - - - 5.0 1.6 - 33.3 12.5 

심장질환 2.4 - 5.2 - 3.3 - - 2.1 - - -

장티푸스 2.4 - 2.1 10.0 - - - 2.9 - - -

파라티푸스 4.1 - 5.2 - 3.3 - 7.5 4.0 - - -

암 6.3 - 6.3 10.0 13.3 - 5.0 6.4 - - -

빈혈 0.2 - - - - - - 0.3 - - -

뇌졸증 3.3 - 2.1 - - - 5.0 3.7 - - 12.5 

감기 3.4 16.7 7.3 - 3.3 16.7 - 2.4 14.3 - -

기타 8.4 16.7 7.3 10.0 13.3 - - 8.2 14.3 33.3 37.5 

전체

(N)
100.0
(583)

100.0
(6)

100.0
(96)

100.0
(10)

100.0
(30)

100.0
(6)

100.0
(40)

100.0
(377)

100.0
(7)

100.0
(3)

100.0
(8)

〈표 2-4〉거주지역별 성인에게 흔한 질병

(단위: %)

주: 1) 복수응답건

   2) 호흡기계질환 : 폐렴, 기관지염, 늑막염, 규폐, 축농증

   3) 위장관계질환 :위염, 소화불량

   4) 심장질환 :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 저혈압

   5) 기타 : 전염병, 콜레라, 관절염, 펠라그라, 신경과질환(신경증), 부인과질병(자궁근종 자궁염증등), 마약(빙두 아   

            편), 담낭염, 홍역, 신장염, 두통, 피부병, 학질, 성병, 디스크, 방광염, 신석증, 알콜중독

 2) 결핵

  결핵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제시한 

질환이다. 북한의 결핵 발생률은 북한당국이 WHO의 보고한 자료에 의

하면 인구 10만 명당 1990년 344명에서 20년이 지난 2009년에는 345

명으로 결핵이 여 히 북한의 최우선 리질환임을 알 수 있다. 그간 

WHO, GAVI 등 결핵 문 국제기구의 지원에 힘입어 결핵환자의 사망

률은 인구 10만 명당 1990년 59명에서 2010년 23명(WHO, 2011)으로 

반감되었으나 여 히 남한(5.4명)과의 격차는 크다.  

결핵의  다른 문제는 환자 가운데 일차 항결핵약품에 내성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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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multiple drug resistance tuberculosis) 발생비율이 신환

자  3.9%, 재치료 환자 에서는 15%로 추정되어 유병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다(http://www.choi1388.or.kr/government/). 

실제 2011년 국내에서 북한 결핵환자(484명)의 객담검사 결과, 

89.5%가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명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을 수반한 체

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  비용부담이 클 것으

로 상된다.  

3) B형간염

 B형간염은 출산시 모성에게서 출생아에게로 수직감염이 되어 출생 

후 일생동안 건강에 치명 인 을 주는 질환이다. 2005년 국내 입국

한 북한이탈주민의 검진결과에서 B형간염 양성자가 6.53%로 명된 바 

있는데(황나미, 2005) 북한의 간염실태에 해서는 공식 인 자료가 없

는 상태이다. 

재 B형간염은 주사기 등의 생산부족과 력부족  소독장비까지 

열악한 북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역에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멸균에 한 인식부족으로 환자의 액 는 체액이 오염된 

기기나 거즈 등을 제 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악되어 

이를 통한 염 가능성이 높다. 한 액제제에 한 간염 스크리닝  

감염 리 체계가 허술하고 기술이 부족하여 수  등을 통한 감염 험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비단 B형간염 뿐만 아니라 액을 통해 되

는 C형간염과 HIV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기생충

북한 함경북도 청진 주민의 면역 청검사에서 간흡충, 폐흡충, 낭미충. 

고충 항원에 반응한 양성률은 각각 19.7%, 0%, 8.0%, 8.0%로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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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내 간흡충 항체 양성률이 높았다. 여러 기생충 항원에 한 총 양성

률은 21.5%이었고 연령별로 보면 50 가 다른 연령군보다 높은 양성률

을 보 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간흡충(27.9%), 유구낭미충(11.8%), 고

충 (스 르가눔) 항원(13.2%)에 한 개별 양성률은 물론 총 양성률이

(39.7%) 여자에 비하여 히 높았다. 이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생식을 

즐기는데 따라 식습 과 련된 조직내 기생충의 감염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신성화, 2008). 

5. 노년기

  가. 정년 및 연금제도

북한에서 정년은 직종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로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로 되어 있으며 과학자나 교원, 술인 등의 

경우에는 그 문성으로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 후에도 

료는 받지 않고 명 직으로 동일 직장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헌법 제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

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는 물질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

장제도는 크게 노동자ㆍ사무원에게 연로연 과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사

회보험제’와 공로자ㆍ제 군인  상자ㆍ무의탁자들의 생활을 보장하

는 ‘사회보장제’로 구분된다. 

‘사회 보험제’는 북한의 노동자ㆍ사무원 체에 용되며 재원은 피보

험자가 소득의 1%를, 기 ㆍ기업소가 총지출임 의 5∼12%를, 나머지

는 내각의 사회ㆍ문화 산 비용으로 충당한다. 여기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유가족, 노인에 한 연 제도와 출산, 장례, 의료 등에 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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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있다. 퇴직 후 연 의 종류로는 폐질연 , 유가족연 , 군

인연 , 공로자연  등이 있으며 퇴직 은 없다. 

한편, ‘사회보장제’의 수혜 상은 내각이 정한 공로자, 고아원ㆍ양로

원에 수용된 무의탁자이며, 재원은 내각의 사회보장 산으로 직  상

자들에게 물질과 의료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공로자에 한 

사회보상제도는 명투사, 애국열사, 각종 칭호 수상자, 상자

(상이군인), 제 군인 등으로 이들의 생활을 일반주민들보다 우선 으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 정한 공로자에 해서는 연 과 장례

보조 을 지 하는데 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는 명투사ㆍ애국 

열사와 국기훈장 1  이상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로자 연 ’에는 일반주민 경우와 같이 남자 60세ㆍ여자 55세 이상

인 자들에게 주는 ‘양로연 ’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 하는 ‘노동능력 상실연 ’이 있다. 여기에서 ‘양로연 ’은 월 평

균 임 액의 100%를 지 하고, ‘노동능력 상실연 ’은 최근 월 액

의 100%를 노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매월 지 하며 본인이 사망할 경

우에는 연  지 액의 50%를 부양가족에게 일정기간 지 한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산업재해보상제도가 1980년 까지는 표

인 국가혜택이었지만, 1990년 에 경제난을 겪으면서 처럼 작동하

지는 않는다고 증언하 다. 임 도 제 로 못 받는 상황에서 산재보조

은 기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연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나마도 경제사정으로 인해 실 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함북 청진 탈북주민은 연로보장은 임 노동자의 경우 1,450원 연로

보장을 해주며, 수가 없으면 700원 연로보장 해 다 

  함북 무산 탈북주민은 남자 60세, 여자 55세가 되면 노동수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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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황이 기록되어 있음)이 있어야 연 을 지 받는데 월  700

원이어서 강냉이 1KG 구입도 힘들다.

‘장례보조 ’은 공로자가 사망하거나 그 부양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200원을 지 한다. 한 우리의 상이군인에 해당하는 상자에 

해서는 신체 불구 정도에 따라 특ㆍ1ㆍ2ㆍ3류로 분류하여 월 16∼50원

의 원호 과 1일 식량 300∼600g과 김일성 생일에 보약 값 150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특류 상자 경우 사지가 단된 자로서 기본 인 혜

택 이외에 처의 간호비 3원과 양복지를 2년마다 1회씩 공 받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북한은 공로자들에 해서는 체제 보  차원에서 우선 으

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노인인구비율은 8.7%로 고령화 사회이다. 최근 탈북주민에 의

하면 북한에도 남한과 같이 출산 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족 제

도가 해체되고 있다고 해지고 있다. 노인도 부모도 자식과 함께 살기

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 일상생활 장애인구

북한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에서는 장애유형별로 해당인구수만을 각

각 제시하 기 때문에 복장애를 고려한 체 장애인 규모를 악할 

수 없어 목표화된 상을 통한 근 략 마련에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 5세 이후 장애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시력(안경착용 후) 장

애의 경우 2.4%이며, 이   보지 못할 확률은 0.03%이었다. 청력

장애는 1.7%, 보행(걷기·계단오르기)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2.5%

이다. 한 정신기능 장애는 1.5%이었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60세가 되면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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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보기 듣기 걷기 정신기능

  평균 2.4 1.7 2.5 1.5
5~9 0.08 0.06 0.10 0.09

10~19 0.2 0.1 0.2 0.1
20~29 0.3 0.2 0.4 0.3
30~39 0.6 0.3 0.6 0.3
40~49 1.5 0.7 1.4 0.6
50~59 4.6 2.0 3.7 1.9

60세이상 10.2 8.8 11.5 7.7

〈표 2-5〉북한의 연령계층별 기능 및 활동제약인구 비율주)  

                                                          (단위: %)

 주: 각 기능․활동별 약간, 많이, 전혀 불가능한 인구 백분율 

  다. 무의탁자

무의탁자에 한 사회보장제도는 북한 헌법 제72조에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무의탁자들을 한 각종 보호ㆍ수용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무의탁자 수용시설로는 양로원ㆍ양생원ㆍ고아원이 있는데 양로원은 남

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자  부양자나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기 으로 2∼3개 군지역에 1개 설치되어 있고, 양생원은 무의

탁 노인들  불구자들만 수용하여 부양하는 기 으로 각 도에 1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시설들은 식량공 은 물론 시설이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신발, 생필품 제조 

등 가내 수공업에 동원되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노인들일지라도 부분

이 이곳에 들어가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사망

북한주민은 평균 으로 59세 이후가 되면 신체 ․정신  기능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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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14년간 장애나 질병

을 가지고 평균 73세에 사망한다. 남성은 66세에 사망하여 10년을 여성 

노인 혼자 독신상태로 지내게 된다. 

북한은 연간 인구 1천명당 19명이 사망하며, 31%는 염병, 68%는 

심장  뇌 질환 등 비 염성 질환으로 사망한다. 염병  결핵으

로 인구 10만 명당 345명이 감염되어 치료를 제 로 받지 못해 23명이 

사망하게 된다. 혹한과 폭설이 발생되면 동북부지역 노인들이 동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 -4〕남북한 사인구조 비교

자료: 1) WHO, WHO Report, 2004
     2) WHO, Health Profile: North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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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식량·주거 및 기초보건기반 실태

1. 식량 구입 및 섭취 실태

  가. 식량 확보 실태

북한은 '의·식·주'를 '식·의·주'로 표 할 만큼 먹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

로 간주하고 있다. 2002년 7.1 경제조치로 2005년 10월까지 식량배

제도를 공식 으로 폐지하 다가 이후 식량배 을 재개하 다고 발표하

다. 북한주민 1인당 1일 식량 배 량은 2011년 2월 국가 배 시스템

을 통해 과 옥수수를 평균 381g 제공하 다고 발표하 다(WFP‧FAO

‧UNICEF, 2011). 이 배 량은 1,314Kcal에 해당되며(WFP, 2011), 

식량배 이 제 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북한 성인 1인 1일 에 지 

섭취권장량(2,450Kcal) (FAO, 2011)의 반 수 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탈북한 새터민을 상으로 한 2011년 북한의 식량 배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배 받지 못한 직업군은 무직인 경우 가

장 높아 71.3%인 반면, 기술자, 당 정치 일꾼, 술인‧체육인 등의 경우

는 각 28.6%, 33.3%, 42.9%만이 식량배 을 받지 못하 다고 응답하

다. 그 외 직업군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85.8%는 텃밭을 경작하여 옥수수‧ 가루‧감자 등을 자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황나미, 2011). 



72∙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건강 및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축 식량은 춘궁기(5~7월)를 시작으로 소진된다. WFP는 

체 인구의 66%에 이르는 1600만 명이 주요 식량을 국가 배 에 의존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는 식량 부족문제가 발생된다고 경고하 다

(WFP, 2011). 이에 각 세 에서는 식량 부족에 처하기 해 장마당

에서 구매하거나 다락밭(계단밭) 개간 는 텃밭을 경작하고 옥수수 

는 과 야생식물을 혼합하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력이나 노동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 생활

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O, WFP, UNICEF는 춘궁기에

는 양결핍,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등의 건강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고 

특히 5세 미만 아동과 수유산모는 양  건강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경고하 다.  

- 함북 온성 

  철도청 근무자의 경우 2월 16일과 4월 15일, 음력설에 3식구 1

일분  1.2KG 공 받았다.춘곤기(5-7월)에는 굶어죽는 사람

이 많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 양강도 혜산 

  군부 , 군가족, 보 부, 안 부, 도당, 당간부는 식량배 이 

지속 으로 되고 있다. 교원, 의사는 3개월, 6개월 단 로 배

한다

- 함북 무산 

  산에 근무시에 식량 배 받았다. 그러나 1달에 2번 국에서 

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배 을 한다. 산에서 생산단 만 배

하는데 700GM배 시 500GM만 공 , 부양가족은 300GM으로 

계산, 일하는 사람은 국정가격 44원으로 계산, 부양가족은 650

원으로 계산. 과 옥수수는 동일한 gm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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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도 

  1년에 두 번(2월16일/4월15일) 선물을 다. 사탕, 과자, 껌, 

콩사탕, 강정 1KG(무상), 인민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선물하고 

교복은 국정가격으로 지 해 다(2,000원). 학생들에게 2012

년 4월 15일 김일성 100주년 탄생 기념으로 교복을 국정가격으

로 지 해 주었다(2,000원)

- 함북 무산 

  2월 16일과 4월15일에 간식 1kg(무상), 상 에서 공 되는 술

1병, 치약, 칫솔, 라스틱 바가지, 비 , 된장, 식 는 국정

가격으로 공 한다. 장마당 보다 비  경우 받지 않으려 한다. 

  나. 음식섭취 실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북한 식량사정에 해 2011년 2～3월  WFP‧

FAO‧UNICEF는 북한 도시  농 지역의 가구(122가구)를 상으로 

가구원이 조사  7일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목록을 조사하 다. 조사결

과, 불과 4%의 가구만이 한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평가하 으며, 

77%는 취약하고 불량한 양섭취를 한 것으로 지 하 다. 모든 가구원

들은 곡물, 기(열매)  채소(야생식물 포함)를 섭취하 는데 불과 4%

의 가구만이 1주일에 식용유 5일, 동물성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달걀, 고

기, 생선) 3일, 유제품 1일, 설탕 는 당류는 2일 섭취한 반면, 77%의 

불량한 음식섭취 가구들은 1주일에 2일 정도만 음식에 식용유를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으로 부족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

량 양소 섭취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 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한 양섭취에 이르지 못한 19%의 가구들은 1주일에 식용유는 3일, 

콩 1일, 동물성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2일, 설탕 는 당류는 2일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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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음식섭취 가구의 비율은 국가배  의존 가구의 경우, 3%에 

불과하 지만 동농장 농장원 가구는 8%로 더 높았다(WFP, 2011). 

2. 주거생활

  가. 거주 주택

북한의 총 가구수는 5,887천 가구로 가구당 평균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도시에 산다. 주택은 개인이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 소유 역시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공 받아 매달 월수입의 0.3%의 사용료를 내는 임  

형식으로 살고 있다. 주거 지역은 직 와 직장을 고려해 결정되며, 주택 

형태는 획일  주택 정책에 따라 주민의 생활 환경을 규격화, 집단주의

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부분은 기존 제도와는 달리 주택을 주민이 

사고 팔 수 있다고 증언한다.  

- 평양거주자 북한이탈주민 

   평양시 부 지역인 구역 아 는 값은 최  1만~1만5천 달러

(북한돈 2천7백만~약4천만원)이며 낙랑구역은 보통 3천5백달

러~4천달러(북한돈 약 9백만원~1천만원), 낙랑구역 아 트가 

16층 이상인 경우 매매가는 1천8백 달러(북한돈 약 480만원정

도)이다. 

   낙랑구역의 경우 90% 이상이 아 트이며 단층주택은 10%정도, 

총4만세 가 거주, 40층짜리 1개동을 비롯해 12-30층 까지 

다양하며, 면 은 부분 15∼16평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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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C

  개인 돈으로 300만원을 주고 산 기와집에서 살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2005년 주택보 률은 56～

63%이며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평양 85%, 직할시 20～

40%, 일반시  농 지역 10%).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거주주택 유형은 연립주택이 4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34%), 아 트(21.5%) 순이었다. 주택규모는 체의 

73%가  50~75㎡(약 15~23평형)이며, 50㎡(15평) 미만이 17%, 100㎡

(약 30평) 이상은 2%에 불과하 다. 체 가구의 65%는 방이 2개이며, 

방 1개 가구는 17%, 방이 4개 이상인 가구는 1%이었다. 

한편, 부모가 없는 만15세 이하의 아동은 연령에 따라 육아원(4세 미

만), 애육원(4∼5세), 등학원(6∼9세), 등학원(10∼15세)에서 수용ㆍ

교육한다. 이들 시설은 각 도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따른 가정 탄으로 인해 10  부랑 고아(꽃제비)들이 

증함에 따라 이들을 원 수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한데다 식, 옷, 학

용품 등이 제 로 공 되지 않아 정상 인 운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주거환경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평가지표인 ‘도

시와 농 의 안 한 식수 사용인구 비율’을 악한 결과, 20년 인 

1990년이나 2008년 공히 100.0%이었다. 북한 가정내 상수도 공 비율

을 살펴보면 가정 내 상수도는 85%가 구비되어 있으나 력난으로 인

해 체 인구  26%만이 력 사용이 가능하며 그나마 식수 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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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안 한 식수공 에 필요한 정수시스템의 

미비와 상수도 의 노후화로 세균  배설물 등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안 한 식수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인분 등의 오염이나 

감염원 방지를 한 운  설비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평가지표인 ‘개선된 생변소 사용인구 비

율’은 2000년 59%이었다(UN이 UNESCAP, UNDP, 2011). 42%가 

재래식 변소나 웅덩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UNDP, 북한 앙통계국, 

2009) 식수원이 수인성 염병은 물론 기생충 감염에도 노출되어 있다. 

력난과 에 지난으로 겨울에는 45.1%의 가정이 난방용 연료로 나

무를 사용하고, 취사용으로는 46.9% 가정이 나무를 사용하 다. 그러나 

이미 산림이 황폐화되어 이마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혹한과 환 기에

는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고 물을 끓여먹지 못해 설사증 감염 험에 상

시 노출되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 C

  돈주고 산 기와집에는 수도가 있지만 소독을 하지 않아 질병 

방이 안되고 가끔씩 지 이가 수도에서 나오기도 한다. 마당에 

펌 식 우물을 서 식수로 사용한다. 

- 북한이탈주민 B, A, G, F, I

  아 트 형태의 하모니카집에서 거주하 는데, 부분 개인수도

가 놓여 있지만 수돗물이 충분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펌 식 우

물을 서 식수를 해결한다.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모자라서 집

안에 냄새가 많이 난다. 

- 북한이탈주민 H

  간부집에서 살았고 기와집 단독주택을 사용하 다. 식수는 펌

식 수도를 설치했으며 화장실은 마당에 따로 설치를 하 다. 화

장지는 국제 화장지를 사용하는데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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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 북한이탈주민 F

   마당에 퍼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 다. 

- 북한이탈주민 G

  아주 싼집에서 살았는데 개인수도가 있지만 여름철에만 물이 나

오고 겨울에는 물이 나오지를 않아 강에서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빨래는 비 를 칠해서 압록강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오 2시간, 오후2시간 경비 가 지켜보는 가운데 빨래를 한다.

- 북한이탈주민 J

  혜산시 원지역에 약수가 있어서 물 걱정은 없이 살았다. 원

지역은 80-90세 까지 사는 노인도 많고 장수마을이다.

  다. 거주지 이동 및 이용 교통수단

 북한에서는 배치된 직장이 다른 거주지역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 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과거 5년 기간  거

주지(시·군 단  기 )를 옮긴 경험이 있는 이주자의 비율은 3.5%이었

다. 평양시 거주자  이주 경험비율은 8.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

으로 높았으며, 체 이주 경험자의 35%에 해당되는 수 이다. 북한

사회 체로는 인구이동이 드물지만, 평양의 경우 상 으로 인구이동

이 잦다는 이다. 남한의 2009년 인구이동률은 17.1%이었다. 

한편, 외출시 평소 이용 교통수단에 해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혜산에서 보천군까지 갈 때 보 부에서 사용하는 서비차를 이용

했는데 왕복 요 이 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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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책시에서 청진시까지 서비차를 이용하는데, 5∼6시간 소요되

어  15,000원 요 을 지불하 다. 

버스는 휘발유가 없어서 다니지 않고 국에서 들어온 트라질을 

사용하거나 남자들은 부분 자 거를 이용한다. 기차로 목재를 

실어 나르는 모디카를 이용하면 모디카를 운 하는 운 원에게 돈

을 다. 

기차는 국정가격이 100원이다. 짐이 있으면 가격이 다르다. 청

진까지 기차를 타고 왕복 10,000원을 주어야 한다. 청진까지 서

비차를 이용해서 가기도 했다, 

 갑산에서 혜산까지 서비차를 이용했는데 거리당 돈을 계산하고 

인민폐 10,000원을 주었다. 부분 자 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다닌다. 

함북 온성에서 회령까지 2시간 갈 때 객차, 화차를 이용하고 기

사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편도 3천원을 주었다. 짐을 옮길때는 

뜨락 르, 목탄차를 이용해서 짐을 이동하는데 짐이 많은 경우 돈

을 더 주어야 한다. 

장사를 하는 경우 서비차를 많이 이용하지만 부분 도보로 이

동한다. 학교에서 명력사 수업과정 에 기차를 이용해서 함흥

에 답사를 갔는데 공무라서 요 을 내지 않는다. 여행시 학생에게

만 공민증을 발 하고 임시 증명서로 사용한다.

부분 도보이지만 바쁠때는 삼발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1회

당 3,000원을 다. 장날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서비차를 이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돼지와 사람을 한꺼번에 실어다 나른다.

약 도매상을 하면서 주로 기차를 이용하는 편이며 돈만 있으면 

좌석제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제 이용(6년 부터)을 못하는 경

우 열차원에게 차비만큼 뇌물을 주면 차표가 없어도 탈 수 있다. 



Ⅲ 식량‧주거 및 기초보건기반 실태∙79

도매상을 하면서 손 화(휴 폰)을 활용해서 물건을 빠르게 받

고 는 택배를 이용했다. 핸드폰은 200시간당 350달러를 주어야 

하지만 휴 폰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평양의 일반 주민들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지

만 다수가 재까지는 국정가격으로 운 되는 지하철과 무궤도 

버스를 이용한다. 지하철, 무궤도 버스요 은 각각 5원(학생지하

철 요 은 2원)으로 렴한 편이라서 출퇴근시에는 부분이 지하

철을 이용하며, 배차간격은 10분, 택시는 련 기 으로부터 돈이 

있는 개인이 탁 받아서 업을 하며 비싼 요  때문에 주로 상

류층이 이용한다. 택시 요 은 환율변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

일한 거리라 해도 가격차이가 있다. 10분거리 구간(통일거리- 구

역까지) 요 은 4달러로 북한돈 7∼8천원 정도이다

개인 자가용의 경우 오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용 할 수 

있고, 허용시간 이외에는 ‘야간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택시요

도 오  8시 이 , 오후 6시 이후는 요 이 2배이다.

이동의 자유 정도는 북한이탈주민 A는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경우 분주소에서 주민등록 장을 퇴거해야한다. 거주한 곳에서 이

동한 곳으로 증명서를 발 하고 과거 거주지는 퇴거 차를 밟아

야만 한다.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뇌물을 주고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평소에 안 원과 보 부에 뇌물을 주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

고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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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보건기반 실태   

  가. 필수의약품 접근성

1990년  , (구)소련을 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북한은 

경제난  에 지난의 지속, 그리고 원료의약품 수입이 어려운 가운데 

력부족까지 겹쳐 병원  제약공장 등 북한 보건의료 인 라는 제

로 작동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순천제약, 평양제약, 라남제약공장, 신

의주 마이신공장 등에서 생산되었던 항생제  기 의약품 등의 부족

상이 심화되었다. 약품 생산이 어들면서 국 등에서 원가가 낮은 페

니실린이 들어오고, 장마당에서는 개인이 소다와 조를 넣고 만든 질 

낮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병원에서는 수

도시설이 나쁘고 증류수 기계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멸균기가 제 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기계고장이 많이 발생되었다. 

약품 공 은 앙에서 도단  약품공 소로 공 되고, 이는 다시 군단

 약품공 소로 공 되며 여기서 병원약국이나 해당 진료소로 공 된

다. 약국은 도, 군 단  병원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주민들이 아 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병원 약국에서 무료로 약을 공 받는

다. 병원약국의 경우는 약국장 1명과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단  

약국은 약국장과 조제실장, 제재실장, 약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용 약국은 국 리·동단 에 각각 있으며, 시·군지역 단  약품공

소에서 공 받는다. 이곳에서 는 약은 보통 소화제, 내복용항생제, 

해열제, 보약 등이다. 일반주민들은 매용 약국에서 국정가격에 의해 

약을 살 수 있다. 매용 약국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 에 따라 의사에

게 처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약만을 매할 수 있다. 이러한 매용 약

국은 문학교나 약학 학 교육을 받은 약무일꾼인 조제사가 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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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약 공 이 부족해서 거의 운 되지 않

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의 평가지표인 ‘필수 의약품을 지속 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은 1995년에는 60%이었으나 2009년 북한 

당국은 98.6%(도시 100%, 농  97.1%)라고 선 하 다13)(WHO, 

2005).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높은 지리  근성을 인정한다 할지라

도 ‘의약품 공 소’에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 한 의미가 없다

고 지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신약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한의학의 침요법을 결합했

다. 를 들어 양의사는 한의학의 침요법을 배워 약처방 신 침을 놓도

록 했으며, 약사들도 고려약을 많이 배우도록 했다. 한 약  등을 사

용해 만든 약을 활용하도록 했다.

최근 화학약품, 합성약품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국가에서는 고려약으

로 이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  약무 일꾼들에게 약  캐

는 일에 주력하도록 강조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원들은 4∼6월에는 자력

갱생의 원칙하에 약 를 캐러 다닌다.

  나. 의료시설 접근성 

북한주민들은 리‧동 진료소에서부터 평양의학 학 병원 등에 이르기

까지의 1～4차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달체계에 따라 의료이용을 하

고 있다. 일차 으로 리·동 거주지역내 1차 진료기 인 진료소 는 병

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후송의뢰서를 발 받아 2차 

진료기 인 시‧군‧구역 인민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는다. 2차 진료

기 에서 1개월 동안 완치되지 않으면 3차진료기 인 도단  인민병원

13) 5km 반경 범  내에서 제공되는 필수 의약품에 근 가능한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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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후송되어 3개월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무기한 입원이 가능한 

국가 문의료기 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차 진료기

인 평양의학 학병원이나 문의료기 은 3차 진료기 에서 후송된 장

기 환자나 앙에 거주하는 응 환자, 당 간부 등을 상으로 진료를 행

한다. 서비스 달체계는〔그림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단계에 걸

친 이송․의뢰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병 치료 차는 행정구역 단 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료와 치료는 순차 으로 계통을 밟게 되어 있으나 

한 성질환자일 경우에는 체류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료기 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치료  검사결과에 따라 상

 진료기 에서 의사의 지시서와 함께 하  진료기 으로 회송되기도 

한다. 

       〔그림 3-1〕 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일반병원 특수병원

중앙(평양)
 <4차>

평양의대 부속병원

조선적십자병원

중앙결핵병원

기타특수병원

도 중앙병원

의대부속병원

결핵예방병원

간염병원
도·직할시

<3차>

시·구·군
 <2차> 시‧군병원

결핵요양소

간염요양소

리‧동

<1차>

공장 병‧의원

<산업지역>
리‧동 

진료소

리 인민 병‧의원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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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식량‧주거 및 기초보건기반 실태∙83

한편, 특수병원은 도‧직할시‧군

지역에 각각 결핵병원, 정신병원, 

간염병원 등이 있으며, 주요 군지

역 단 에 결핵요양소가 설치되어 

있다. 시‧군 단 로 이송된 환자 

 결핵 는 간염 환자는 검진 

후 결핵요양소 는 간염요양소로 

이송되며,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

나 고도의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확진을 받아야 할 환자는 도 결핵

방병원 는 간염병원, 앙병원 등으로 이송된다(좌측: 결핵요양소).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병원 이용  약품 사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 함북 청진 

   보통 결핵은 모르고 살다가 피를 토하고 많이 아 야 병원을 

간다. 아 도 병원을 가지 않고 장마당 가서 약을 사먹는다. 

북한에서 70세 까지 살면 무 오래 살았다고 한다. 

- 양강도 갑산군 

  성인의 경우 간복수 환자가 많으나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받고 

죽는다

- 함북 무산 

  북한에서 심장주사(코크라복스, 산사주사14), 질산이소)를 간호

원에게 부탁해서 주기 으로 맞았다. 민간요법으로 두통시 머리

에서 발끝까지 신을 뜸치료를 한다

- 양강도 갑산군 

  결핵성 뇌막염으로 동 산병원에서 2006년도 1달간 입원 치

14) 산사주사는 산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심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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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필요한 약은 진료소장과 남편이 장마당

에 함께 가서 구입했다. 남편이 갑산군 동농장 리원이었기 

때문이 힘이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반인은 돈이 없

으면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

- 함북 혜산 

  2008년도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혜산시 병원에서 수술비로 3

만원을 뇌물로 주었다. 3만원 뇌물을 주면 병원에서 음식을 안

해도 된다. 3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 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병원에 떨어지는 과제(사회노동 동원, 후송비 

등)를 돈으로 신 해결한다.

- 탈북여성1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다면 죽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돈에 

한 (특히 수술) 지불이 없이는 결코 치료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무료가 아니다.

- 탈북남성2

  두 번이나 의료 지원을 원했으나 거 당했다. 손발이 동상에 걸

려 고통스러워 공장부설 의원에 갔는데, 그는 내가 직원이 아니

라고 돌려보냈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갔으나 무 늦어져 단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하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 다. 그  두꺼운 군화와 옷으로 동상을 참아야 했

다.

- 함경북도 여성3

병원에 약이 없어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국 상인 

는 시장에서 약을 사는 것이 낫다. 오히려 의사보다 상인들이 약과 

질병에 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얼마만큼 어떻게 약을 투여해

야 하는지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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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여성

  마취약이 없어 그 로 수술을 했는데,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았

다. 이와 같이, 마취약이 없어 수술을 마취 없이 진행하는 경우

가 많다. 

  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병에 걸려 약을 찾아야 할 

때 병원에서는 병을 진단하면서 련한 약은 시장에 가서 구입

하라고 한다. 병원은 더 이상 의약품 재고가 없고, 그 이유는 

의사들이 생계를 해 그 약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약을 시장

에 내다 는 의료인들은 부분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장

에서 약을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

택한다. 그들 한 생계가 요하다. 이 사람들은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다.

  의학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추천하는 약을 시장이나 개인

으로(때때로 의료담당자로부터) 구입해야만 했다. 부분 이

들은 주사약을 구입해야 할 경우 병원의 리자에게 가야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990년  , 경제 기 이후 

력난  의약품 부족 등으로 평양의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한 부분

의 의료시설은 의약품이 없고 의료장비  기기가 노후화되었을 뿐 아

니라 가동도 안되고 입원실 난방도 안되어 환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등 의료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었다. 

의료시설의 기능이 부분 상실됨에 따라 이상과 같은 달체계 상의 

단계  진료기능은 부분 붕괴된 상태로 악되었다. 즉, 리 단 에 1

차진료기 인 1,118개 병원과 5,895개의 리․동 진료소가 존재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진료기 인 시‧군‧구역 인민병원은 약 200개소, 3차진료기 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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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병원은 12개소 등으로 총 563개에 이르는 종합병원, 특수병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피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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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구 변동은 남·북한 분리 이래 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6·25 쟁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 사회주의 건설을 한 노

동력 부족, 군병력 유지의 어려움, 남․북한 간 인구의 격차 등을 해소

하기 해, 1961년 11월에 열린 `제1차 국어머니 회̀를 통해 출산장

려정책을 시작했다(연합뉴스, 2001.7.18). 1960년 에 들어 출산율 증가

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동원 등이 어려워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북

한 당국은 1970년 부터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하 다(이삼식 외, 2005). 

그러나 출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 

 군사력 부족이 우려되면서 북한당국은 1990년  부터 다시 출산장

려정책을 시작하 다(이삼식‧조남훈‧백화종 외, 1999).15) 정책 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향으로 인하여 북한의 합계출

산율은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993년 2.1명에서 2008년 2.0으로 

낮아졌다. 

향후 북한의 출산력 변화는 북한 자체는 물론 통일 후로 남한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한, 북한의 출산 동향은 출산력이라는 인구학

인 차원에서뿐만 아리나 북한주민의 기 인 생활 즉 삶의 질과 련

15) 출산장려정책은 1998년 9월 28일에 개최된 '제2차 국 어머니 회'와 김정일 국방 원

장의 '아이를 낳을 데 한 지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임순희, 2004). 그러나 실제 이

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한 많은 시책들이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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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매우 요한 시사 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주민의 

결혼, 출산  자녀양육 양태에 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본 분석

에는 2000년 에 들어 각종 매체에서 제시된 정보와 새터민(탈북자)의 

면담 결과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1. 결혼 행태 

  가. 결혼연령

북한 주민의 실질 인 결혼연령은 정책이나 제도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경향이 높다. 1960년 에만 해도 노동력 확보 등을 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만17세 이상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은 구나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1970년 에 들어 출산억제정책을 강화하면

서 결혼연령을 제한하 다. 1971년 6월 21일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제

6차 회에서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 하면서 "남자는 30세, 여

자는 28세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 했다. 즉,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하여 사회와 집안을 하여 보람 있

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

장하 다. 이후 북한사회에서는 김일성이 제시한 결혼연령을 철 히 

수하여 남자는 주로 30~31세, 여자는 28~29세에 결혼하 다(정치학

사  편찬 원회, 2010).  

1990년 에 들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자 미

래 노동력과 군인가용자원 확보를 한 극 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

로 1995년에 결혼연령을 남자는 26세, 여자는 24세로 하향 조정하여 

가임인구의 확 를 도모하 다(이삼식 외, 2005). 그러나 실 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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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고등 학교 졸업 후 7~13년간 군복무를 함으로써 부분 30세 

후에 결혼할 수 밖에 없다(통일부 통일미래길잡이, 2011.6.13).16) 군 복

무 기간 에는 결혼이 지되어 있으며, 군 복무  사병이 결혼을 하

는 경우에는 군 생활  부양가족이 생길 경우에 제 를 시켜주는 ‘생활

제 ’를 하게 되는데 이는 벌칙의 성격이 강하여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열린북한통신, 2009.8.10). 일부는 북한 남

자들이 경제 인 기반이 없는 경우에도 결혼을 연기하고 있다고 하나, 

다른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인 문제로 결혼을 늦추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되어 24~25세 이상이 되어

야 결혼이 가능하다(두산백과).17) 여자들은 타 지역으로 시집을 가는 경

우 결혼식을 올린 후 에 살던 직장에 사직원을 내고 새 거주지에서 

직장을 구해 취직한다. 최근 남자는 20  후반~30  반, 여자는 20  

반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탈북자 면담, 2012.12).18) 

한편, 가족법 제11조에서는 "결혼은 신분등록기 에 등록을 하여야 

법 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은층을 

심으로 결혼식 뒤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풍조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

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당국이 정책 으로 이혼 차를 까다롭게 하여 

이혼을 원해도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MK뉴스, 2012.12.6).19) 

16) 학에서 재학기간  공개 으로 애정 계를 가질 수 없으며 결혼을 할 수 없다. 
17) 여성군인은 자원복무제로 5~6년 군복무 후 바로 결혼 령기에 이르게 된다(데일리NK). 
18) 출처에 따라 결혼연령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탈북자 증언의 신분이나 거주지역 그리고 

면담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 남자는 30세 정도, 여자는 25
세 정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9) 북한사회는 남성의 부도덕에 상 으로 하여 결과 으로 이혼은 부분 남성에 의해 

요구되며, 재혼 비율 역시 남성이 높다(MK뉴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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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혼조건 및 결혼방법

 가족법 제8조에서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 결혼을 하는데 있어 정치   사회 인 제약이 많다. 

결혼하려는 남녀는 배우자가 결정되면 각각 해당 직장 동농장의 당책

임자 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행으로 되어 있다(통일부 통일미래길잡이, 2010.11.24). 특히 당·정기

의 간부나 군  등의 경우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두산백과). 

해당조직에서 성분문제를 들어 특히 당원이나 간부 는 앞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남자가 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을 반 할 수 없다. 도시지

역의 인구 증가를 막고 농 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해 농  처녀가 도

시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남자가 농 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배우자 조건으로는 출신성분, 당원 여부 등이 시된다. 북한은 성분

조사사업을 통해 주민을 3개 계층 51개 부류로 성분 분류하여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 선택 등에서 차별 우를 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계층에 한 순종과 아울러 주민들로 하여  상 계층으로 이동하기 

해 수령과 당에 끊임없이 충성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두산

백과). 출신성분은 부모의 직업, 재산, 사회  지 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지주·자본가·소시민·노동자·부농· 농· 명가 등으로 구분되며, 사회성분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가·노동자·농민·사무원·

군인 등으로 구분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1990년  반까지만 

해도 국가안 보 부나 사회안 부와 같은 당기 이나 행정·경제기  등 

권력기 의 종사자가 인기가 높았으나, 식량사정이 어려워진 1990년  

반 이후에는 경제  능력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를 들어, 사회 인 

인정 뿐 아니라 뇌물 등의 부수입이 좋은 외교 , 무역회사 직원, 선원, 

운 수 등의 직업이 선호되고 있다. 제  군인이면서 학 졸업생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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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인기가 많은데, 제  후에는 신분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

이다(탈북자 면담, 2012.12). 반면, 한국 쟁 당시 치안 장이나 종교인 

지주 월남자 가족 등은 일반 으로 기피된다. 한편, 북한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여성 등 생활력이 강한 여성들

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결혼을 사회의 명화, 주체사상화에 있어 선차 ·기  

단 가 되는 하나의 명 ·동지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애

정 자체를 시하기보다 집단과 사회에 한 헌신, 당과 수령의 뜻 철

이라고 하는 이상과 지향의 일치를 시한다. 그러나 실 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결혼 은 당이 지향하는 것과 다소 다르다. 1970년 까지만 

해도 부모가 정해  짝하고 결혼하는 매결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개

방화 추세에 따라 연애결혼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다(통일부 

통일미래길잡이, 2010.11.24; 두산백과). 1980년  말 이래 은이들 사

이에는 당국의 직·간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이 증

가하여 최근에는 연애결혼이 최근 결혼건수의 반을 넘어섰다(SBS 뉴스). 

한편,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부화사건'화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학생의 경우 혼 임신을 하면 퇴학을 당하여 노동직장에 

배치되기도 한다.

  다. 결혼비용

결혼식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에는 식

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으로 신랑집이나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이나 공공회 이나 음식 이 이용되기도 한다. 복

으로 신부는 한복을 입고, 신랑은 양복을 입는 것이 일반 이다. 주례는 

체로 신랑이 다니는 직장 상사, 동농장 간부 는 노동당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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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부가 서며, 주례사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이 일반

이다. 웨딩촬 도 부분 생략하지만 하게 되면 한 장은 반드시 김일

성 동상 앞에서 는 것이 통상  사회윤리로 자리잡고 있다.20) 신혼여

행은 거의 가지 않고 첫날밤을 집에서 보낸다. 여행의 자유가 없기도 하

고 결혼식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기 때문이다(두산백과; SBS 뉴스).21) 

결혼식 다음 날 신혼부부는 신부의 집에 가는데 이를 '3일 걸음'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결혼식을 기본 으로 남자의 집과 여자의 집에서 이틀

에 걸쳐 두 번 치르는데, 요즘은 돈을 아끼기 하여 신랑 혹은 신부의 

한 집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통일미래길잡

이, 2011.6.13). 1990년  반에 들어서는 심각한 경제난의 향으로 

결혼식이 더욱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하객없이 결혼서약만으

로 결혼식을 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신혼집 마련은 남성의 몫이나 경제 인 부담은 거의 없다.  

주택은 원칙 으로 모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거

나 건축할 수 없고, 주민은 일반 으로 규격화하여 지은 각 등 의 독립

가옥이나 아 트 등을 임  형식으로 할당받아 생활하기 때문이다.22) 

즉, 주택은 주로 특호~4호까지 5등 으로 나 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

정한다.23) 그러나 경제난과 식량난, 주택건설자재 공  부족, 주택건설

20) 북한에서 결혼식에 앞서 '야외촬 '은 일종의 사치이나, 일부 기념촬 이 주로 평양에서 

행해진다. 만수  언덕의 20m 높이 김일성 동상에 헌화, 참배한 다음 개 만수  술

극장 앞 분수 , 주체사상탑, 연 정(조선시  정자), 앙식물원의 순으로 기념촬 을 하

고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웨딩사진은 반드시 김일성 동상 앞에서 하나 어야 한다(통일

부 통일미래길잡이, 2011.6.13). 
21) 결혼휴가 기간은 탈북자 증언 등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는 3∼5일 결혼휴가를 다고 하

는가 하면, 일부는 7일이나 보통 3일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고 한다. 직장, 신분, 지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2)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사 으로 고 주택을 마련하여 신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탈

북자 면담, 2012.12).  
23) 특호주택(단독고 주택), 2호주택(신형고층아 트), 3호주택( 의 단독주택과 신형아

트), 2호주택(일반아 트)은 당원, 공무원 등에 할당된다. 1호주택(집단공여주택, 농 문

화주택, 구옥 등)은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동농장원, 농 지역 주민 등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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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낙후 등의 향으로 주택 공 이 원활하지 않아 신혼부부들은 결

혼한 지 4~5년이 지나도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두산

백과). 따라서 결혼 후에 분가하지 못하고 시  식구들과 살거나 비공식

으로 이웃에 월세를 지 하여 신혼방을 차리고 있다(탈북자 면담, 

2012.12). 

결혼비용과 신 살림살이는 양가에서 부담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약간

의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신부는 일반 으로 주방용품 등만을 

비한다. 혼수는 체로 여자가 장만하는데 많지는 않다. 신랑은 옷감이

나 화장품을 비하고 신부는 신혼살림에 필요한 이불, 가구, 주방용품

과 여유가 있으면 가 제품을 비하며 시 식구에게  간단한 선물을 

비한다.24)  

2. 자녀양육 실태

  가. 보육

북한은 1947년 6월 13일 보건국 명령 제5호로「탁아소 규칙」을 제

정·공포하여 "근로부를 하여 유아를 보육함을 목 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70년에 개최된 제5차 당 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사회

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에「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등의 제도를 정비하 다. 동 법에서는 어린이를 "공

산주의 건설의 후비 이며 를 이어 명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모든 

어린이를 주체형의 명  인간으로 키우고 모든 여성을 어린이를 키우

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온 사회를 명화·노동계 화하는 데 이바

24) 북한에서 ‘5장 6기’는 혼수를 지칭하는 말로 5장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찬장, 신발장을 

그리고 6기는 냉동기, 세탁기, TV수상기, 선풍기, 재 기, 사진기이다. 5장 6기를 모두 갖출 

수 있는 계층은 부분 당이․기업소 간부에 국한되고 있다(http://www.power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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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  근거에 따라 취학  교육기 으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운 되고 있다. 생후 30일부터 만3세까지 국가의 보육료 부담 하에 탁아

소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 도시는 물론 산간벽지까지 탁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탁아소는 부분 유치원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탁아소에서는 "집

단주의" 원칙과 "공산주의  인간형"을 기른다는 가치 에 따라 획일 인 

교육을 시한다. 부분 직장에는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어 직장여성들은 

자녀를 맡길 수 있다. 1일 탁아소도 있고 1주일 탁아소도 있어 부부가 직

장의 일로 장기 출장을 갈 때 국가는 그들 자녀들을 맡아 길러 다. 아이

는 생후 3개월이 지나면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일반 인 행이었지만 최

근에는 가정에서 직  양육하는 경향이 보편화 되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들을 돌보는 탁아소 체계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일부 통일미래길잡이, 2010.9.29). 

만4세가 되면 유치원 ‘낮은반’에 들어가고, 만5세가 되면 의무교육으

로서 유치원 ‘높은반’에 들어간다. 그러나 1990년  경제난 이후에는 국

가의 무상지원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유치원을 다닐 

수 없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탈북자 면담, 2012. 12).  

  나. 일-가정 양립

북한은 1946년에 제정한 헌법  성격을 지닌 「20개조 정강」,「남녀

평등권에 한 법령(1946)」,「노동자  사무원에 한 노동법률(194

6)」,「모성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한 규정(1966)」, 내각 결정「탁아소

∙유치원을 국가 · 인민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

업을 개선 강화할 데 하여(1968)」,「사회주의헌법(1972)」,「11년제 

의무교육을 면 으로 실시할 데 하여(1975)」,「어린이보육교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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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사회주의로동법(1978)」,「가족법(1990)」등 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  역할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등

의 제도를 정비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 향

상을 도모해 왔다(김원홍, 2011). 특히,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노동계 화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한 법 ·제도  조처들을 단

행해 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은 여성 

해방보다는 여성을 노동 장에 동원시키기 한 것으로 실제 여성의 지  

향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실 으로 가정에서는 여성의 통 인 역할

이 강조되었고, 1970년  이후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체제와 후계체제

를 공고화하기 해 가부장  국가 이 강조되는 등 김일성 일가에 한 

우상화정책에 따라 여성의 모성  역할이 미화되고 가족의 요성이 정책

으로 강조되었다(통일부, 통일미래길잡이, 2012. 2.9). 특히 1980년 부

터 경제성장 지체와 1990년  계획경제 붕괴와 국가배 제 단 등을 계

기로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경제부문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여성은 사

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인 책임을 지는 이  

부담을 지게 되었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여성들은 노동 장에서 일하면

서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는 이 고를 겪으면서 사회진출을 포

기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북한에서는 정책 인 목표로

서의 양성평등정책과 실제 북한 여성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  

요소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김원홍, 2011).

 

  다. 자녀양육

북한은「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의 사회 동단체들은 '제일 좋

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가족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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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일 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 하게 양육

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 인 심을 돌린다(제6
조)"라고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4).

그러나 실 으로 어린이들은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먹지 

못해 굶주리는 등 생존권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배 제

는 지역, 신분,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과 잡곡을 6:4에

서 3:7정도의 비율로 배합하여 보통 15일마다 실시되며, 배  차는 각 

직장에서 발 하는 배  카드로 리 동 배 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러나 1990년 에 들어 홍수 등으로 인하여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식량배 제가 붕괴되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을 조달하기 한 장사와 

장마당이 1990년 에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고

아가 된 경우, 는 식량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기 해 부모들이 떠돌아

다님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일명 ‘꽃제비’라고 불리는 떠돌이 어린이들이 증가했는데, 굶주림으로 

집을 나온 경우, 부모에게 버려진 경우, 는 부모가 굶주림으로 사망한 

후, 고아로 남겨진 아이들이 시장을 떠돌며 구걸행각을 하다가 길거리에

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4).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육활동이 매우 열악해 졌으며 교

육의 질도 크게 하되고 있다. 유엔 아동인권 원회(2004)에서는 "장기화

된 경제  어려움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장기결석  계 으로 60~80%

의 낮은 출석률을 우려"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학

교에 가는 신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등 정상 인 교육과 양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25) 

25) 북한이탈주민들을 상으로 북한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설

문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공부한다 24%, 장마당에서 장사한다 38%, 길거리에서 구걸한

다 11%, 집안일을 돕는다 19% 등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 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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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취업 및 근로복지 실태  

1. 의료인력 양성   

여러 분야의 진로  의료인력 양성 학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되기 해서는 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6～7년 과정( 과 

1년 포함)의 의학 학을 졸업해야 한다. 표 인 의학 학인 평양의학

학은 임상학부 7년, 고려의학부 7년, 생학부 6년, 구강학부 6년, 약

학부 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학부에서는 양의사, 고려의학부에서는 

고려의사, 생학부에서는 생의사, 구강학부에서는 구강의사, 약학부에

서는 약제사를 배출하게 된다.

  가. 의학대학  

  
 북한에서 의학 학 입학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응시자가 

많으며 간부자녀, 의료부문 일꾼의 자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의

학 학을 졸업한 후 의사자격을 취득하기 해서는 우리와 같은 의사국

가고시는 없으며 국가졸업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의사자격 취득을 한 

졸업시험은 내각 보건성에서 주 하며 공에 구분없이 외과, 내과, 소

아과, 산부인과, 침구학과 등 5과목을 실시하고 5  만 에 매 과목이 3

 이상이면 합격된다. 불합격시에는 3년 후에 재시험이 가능하며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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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고려의사  약제사 자격까지 주어진다.

군의 을 양성하는 기 은 군 교육기 인 김형직군의 학이다. 김형직

군의 학의 입학생은 군복무 2년 이상의 사병 는 하사 이나 고등

학교 졸업생 에서 성 이 우수한 자를 상으로 선발하며 생지도원

( 생병) 경력소지자에게는 가산 이 주어진다. 

고려의사는 에는 동의사로 호칭하 으나 1993년 동의학이 고려의

학으로 변경되면서 련 명칭도 모두 변경되었다. 고려의사가 되기 해

서는 각 의학 학에 설치되어 있는 고려의학부를 졸업하여야 한다. 교육

기간은 비과 1년을 포함하여 6년 반이며 교육내용은 1～3년때 비과 

 양의학 기 과정을, 4～7년때 양의학 임상과정, 고려의학 기 ․ 문 

과정  임상과정을 이수한다. 북한의 고려의사는 고려의학 뿐만 아니라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등 양의학에 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양의학 학 고려의학부의 경우 한 학년당 4개 학   1개 학 은 외

국 견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의학부를 졸업한 후 고려의사 자격은 재학  약 50여개의 학과

목을 이수하고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시험은 5  만

제로 과목당 3  이상이면 합격이다. 

  나. 약학 관련 대학 

약사가 되려면 의  약학부나 약학 학, 문 학을 졸업해야 한다. 

의 는 각 도마다 설립되어 있으며, 보통 의 에서는 6년, 약학 에서는 

5년, 문 에서는 2년 과정을 거친다. 약학 학으로는 고려약학 학(구 

함흥약학 학)과 사리원고려약학 학(구 장수약학 학)이 있다. 고려약학

학은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 문가를 양성하는 5년제의 의학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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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약공학부, 합성제약공학부, 약제학부 등이 있고 사리원고려약학

학은 국 으로 고려약 자원을 보호증식하고 생산을 늘리기 한 장

기사를 양성하는 4년제의 교육기 이다.

약학 학의 교육과정과 내용은 약물제재학, 약물조제약, 신약화학, 동

약화학, 약품공정, 약물공정 등이며, 문학교 교육과정은 학과 같은 

과목들이나 기본 체계만 교육한다. 따라서 약 를 나오면 약제사이지만 

문 를 나오면 약제사 혹은 조제사라고 칭한다. 약 조제는 학을 

이수한 자만이 가능하다. 

  다.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 양성기 으로는 3년제 고등의학 문학교, 시에서 운 하는 1

년제 간호원 양성반과 도 병원에서 비상설 으로 운 하는 6개월 과정

이 있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의학 학내 

간호원 양성만을 한 별도의 학부는 없다. 

도․직할시 단 로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고등의학 문학교는 간호반, 

조산반을 비롯하여 보철반, 물리치료반, 뢴트겐반, 약제사반, 조제사반, 

의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철반은 원 남학생, 간호반과 조산반

은 원 여학생이 입학한다. 수 인원에 따라 매년 반별로 입학인원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다. 

1년제 간호원 양성반은 시에서 주 하여 운 하는 과정으로 군단  

이하 인민병원 등의 간호원 수 상황을 고려하여 입학생을 선발․양성하

고 있다. 비상설 과정인 6개월 양성반은 도 학병원에서 자체 으로 활

용하기 해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양성하는 과정으로서 병원근무 유경

험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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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및 직업 선택

  가. 경제활동 실태 

2008년 16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70.2%이다. 성별로는 

남자 52.2%, 여자 47.8% 수 이다(농업분야 포함).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로 단순사무직, 서비스직( 사일꾼: 원), 경공업(주로 가내작업반), 

동농장, 교원, 그리고 기술직(의사)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  반부터 사  경제활동이 증가되었으며, 2002

년 7.1 경제 리 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시장 활동을 부분 으로 인정하

다. 이에, 사  시장의 확 로 북한 사회는 돈 심의 경제  사고가 

확산되어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 에도 변화가 래됨에 따라 차 북한

의 계층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즉, 경제  지  한 삶의 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고 경제  지 의 변화를 

통한 계층이나 성분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6살 이상 인구(17,367천명) 가운

데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내 경제활동 종사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8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10명  8명 이상이 ‘부

업’을 통해 자체 생필품을 조달하거나 시장에서 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내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험자들의 ‘부업’을 살펴

보면, 복수응답 결과, ‘과일·채소 등 텃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2%

로 가장 많았고, 고기잡이·가축사육 46.4%, 땔감 채취 37.6% 순으로 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가내 경제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내 

경제 활동은 도시지역(45.4%), 보다는 농 지역(75.3%)에서 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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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업 선택 및 인기직업

북한의 직업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원직, 문  기술이 요구되

는 기술자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직으로 크게 구분된다. 사무원

직에는 주로 행정 리일꾼, 과학자, 교수  교원, 의사, 기자, 방송인, 

작가, 화가, 음악가, 부기원 등이 속하며, 기술직에는 기술자, 기능공, 기

사, 선원, 운 수, 요리사 등이 속하고, 노동직에는 화배우, 무용수, 

체육인, 사원, 부, 노동자, 농민 등이 해당된다.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성과 출

신성분에 기 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체로 선택이 아

닌 배치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 출신성분 등에 따라 진학

이 제한되는 학교들이 있지만,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차원에서 이들 

련분야 등은 출신성분과 계없이 성 우수자에게 진학자격이 주어지는 

학들이 있다. 따라서, 컴퓨터나 외국어에 한 부모의 심이 매우 높

다. 이러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교습 역시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희망과 성은 직업 결정에 있어 큰 변수가 되지 못

하며 한 번 정해진 직장을 마음 로 옮기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상 계

층의 경우에는 배경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 받거나 배치받은 

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한

다.

학졸업자들은 주로 행정 리일꾼, 과학자, 교수·교원, 기자 등 사무

원 직종을 선호하는 편이고, 1990년  경제난으로 외화가 귀해지면서 

외무역기 이 인기직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에 따르면 최근 인기 직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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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북 온성출신 탈북주민

 직업을 선택하여 가고 싶은 직장을 가기 해서는 돈이 많이 든

다.  북한에서 농장원은 비인기 직업이며, 인기직업은 보 부, 

안 원으로 반드시 백( )이 있어야 한다. 체신소나 역에서 

근무하면 좋은 직장이며, 운 수, 화물차 운 수가 인기가 있

다. 

- 양강도 혜산 

 인기직업은 당간부, 의사, 교사이나 최근에 의사는 수입이 떨어

져서 인기가 없다. 토 가 좋은 사람이 돈도 잘 벌게 되어 있다. 

- 양강도 갑산군 

 인기직업은 간부인데 간부는 학졸업을 하고 군 를 다녀와야   

 한자. 간부증표는 장사꾼, 수꾼, 거래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  

- 함북 청진 

 학을 졸업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법

, 교원, 의사 등, 법 이 인기직업인데 무조건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함북 무산

 인기직업은 법 , 운 수, 의사이다. 산 노동자는 독립채산제

를 운용하여 기술책에 따라 임 이 높아진다. 산노동자 임 은 

월 3,000원이다. 

- 함북 김책시 

 당증이 있는 사람과 학졸업자 제 군인이 인기가 있다. 

직장 이직 여부에 해 탈북주민과 면담한 결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돈이나 뇌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 탈북주민의 공통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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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돈이 있으면 이직이 가능하나, 단, 농장원은 다른 직장으로 이

동 불가능하다. 

  의과 학 졸업 후 시병원 배치를 해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뇌물이 없으면 인기없는 지역으로 배치되는데, 의과 학을 졸업한 

후 인기없는 지역으로 배치받기 보다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에서 사무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 가고자 하는 직장

에서 끌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하다. 

가고자 하는 직장에 증서를 제출하고 지배인에게 뇌물을 주면 직

장을 옮길 수 있다. 

1) 의료인력 직장 배치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한 의학 학 졸업생은 앙  학(평양의학 학)

인 경우에는 내각 사무국 학생 배치과에서, 지방  학(각도에 있는 

의학 학)은 앙당 간부과 는 해당지역 각  당 원회 간부부에서 

도․직할시 학병원, 시․군․구역 인민병원, 생방역소 등으로 이들을 

배치한다. 즉, 공에 따라 기 의학부 공자는 의학연구소 연구사 

는 의  교원 등으로, 임상학부 공자는 내과, 외과 등으로, 생학부 

공자는 생방역소 등에 배치된다. 특히 외과 등 인기가 높은 과는 경

쟁이 심해 배경이 크게 작용한다. 성 이 우수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사

람은 학벌과 거주지에 계없이 당 앙  비서국 간부부에 의해 고  

간부들의 용 병원인 화진료소와 남산병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의사의 수는 6 부터 1 까지 있다. 보건성이 주 하는 수시험은 

3년마다 실시되며 합격하면 한 등 씩 올라간다. 그러나 2  의사시험은 

학사 학  는 부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1  의사시험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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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는 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

분은 3～4 에서 머문다.

의사의 정년은 60세이며 의술이 뛰어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명 의사

나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의사에 한 국가  혜택은 많지 않으며 1～3  의사는 매월 기름, 

담배, 계란, 기타 필수품을 일정량 공 받는다. 하지만 의사의 수보다

는 어떤 기 의 병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우가 달라진다. 즉 앙

으로 올라갈수록 우가 높으며 특히 화진료소나 남산병원 의사들은 

앙당 과장  우를 받는다. 

김형직군의 학의 5년제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로 임 하게 된다. 

군의 이 되는  다른 방법은 의학 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  하는 경

우이다. 이 경우에는 로 임 되어 김형직군의 학에서 6개월간 보수 

교육을 받는다.

군의 은 군 병원이나 군의소 등으로 배치받게 되는데 평양소재 군부

는 일반병원에 비해 의료시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편이

다.  평양소재 군부 의 군의  90%는 김형직군의 학 출신이라고 

한다. 

고려의학부 졸업생들도 일반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병원 등 고

려의학 문 치료․ 방기 들과 각  인민병원  문병원들에 설치된 

고려치료과에 배치받게 되나 간혹 배경을 이용하여 양의사로 배치받기도 

한다. 고려의사들도 다른 의사들과 유사한 우를 받으며 정년은 60세이

나 실력이 뛰어나면 퇴직 후에도 명 의사나 고문으로 활동 가능하다.

2) 약제사 직장 배치

북한은 시․군 단 로 2～3개, 평양시의 경우 구역 단 로 1개씩 약

국이 있으며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만년고려약공장, 순천제약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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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각지에 소규모의 제약공장들이 있다. 

약학 학을 졸업하게 하면 평양, 남포, 신의주 등의 규모 제약공장 

는 군․구역마다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제약공장, 의료기구 

공장, 학 산하 약학연구소, 병원, 약국 등에 배치된다. 약제사의 배치 

 승진은 의사와 유사하다. 제약공장  약학연구소 등에 배치되는 약

제사는 부분 연구에 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약국에 배치되는 약

제사는 조제보다는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의 단순 의약품을 매하

는 수 이다.

에는 약제사보다 의사의 직 가 더 높았고 월 도 차이가 났지만 

최근 들어 의약품 부족 상이 심화되면서 약제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고려약제사는 고려의사 처방 에 의한 한약을 제조하며 약  재배를 

담하고 있다.

3) 간호원 직장배치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시인민 원회 

노동과의 주 하에 각 도․직할시 학병원, 시․군 인민병원, 진료소 

등에 배치된다. 일반 으로 도 학병원 배치를 가장 선호하며 농 으로

의 배치를 가장 꺼리는 추세이다. 도 학병원 주 의 6개월 양성반은 

과정 이수후 통상 으로 해당 병원에 배치된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특별한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졸

업생에게는 간호원 6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원 수는 최하 6 에서 

최고 1 까지로 의사와 동일하며 3년마다 승 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응

시하지 않을 경우 강등되기 때문에 이른바 ‘유지시험’이라도 치루어 

수 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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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및 복지 실태

  가. 근로조건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원칙 으로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는 하루 노

동시간을 6～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한 주 1회 휴식일을 정해 6일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주 48시간 근무) 휴식일은 1980년 부터 시체

제 개념을 도입하여 각 지방행정기 별로 휴일을 달리하여 지정․시행하

고 있다. 

연로자, 사회보장자, 일반직장에서 불구가 된 장애자들을 해 조직되

어 있는 경노동직장의 경우에는 체로 1일 근로시간이 4～5시간 정도

이다. 그러나 앙의 당, 행정기 , 연합기업소 등 규모가 비교  큰 기

  기업소의 지도원  이상의 간부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따로 없

으며 야근도 자주하는 편이다.

휴가는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 사무원, 동농장원들은 연

간 14일의 정기 유 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 유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산 ․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를 유 으

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에는 가까운 지역의 명승지나 유원지 등에서 

휴식을 취한다. 

정기휴가와는 별도로 일종의 포상휴가 성격인 ‘휴양’과 ‘정양’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다. ‘휴양’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정양’은 

아 지는 않지만 건강증진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국 각지의 휴양소

에서 보통 2주정도 쉬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에 의한 휴가제도는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

려 개인부업 등을 이유로 직장에 무단 결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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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2011년 12월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결과를 통해 북한직

장인의 근무 실태를 악하면 다음과 같다. 

- 동농장 노동자로 매달 수입  4천원을 직장에 반납하고, 매주 

화요일만 직장에 출근하 다. 

- 가내생산업을 하면서 횟솔 기구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어 매

달 2,500원을 직장에 내고 나머지 시간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 다. 

- 연로보장으로 매달 700원을 받았지만 700원은 두부 1모, 술 한

잔 값이다. 과거 평양에서 고 간부로 살다가 김정일을 비 한 

죄로 함경북도 온성에 좌천하여 할 수 없이 산을 개간하여 옥수

수와 콩을 심어서 굶지 않고 살았다. 

- 남편이 배를 타는 사람이어서 미역, 다시마로 연명을 하 으나 

살기가 힘들었다. 

- 국을 오가면서 되거래 장사를 했다. 북한에서는 나쁜 짓을 해

야만 돈을 벌게 된다. 나쁜 짓을 감아주고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웬만큼 벌어도 남는 것이 없다.

- 고품 장사를 하 고 국에서 많은 고품이 들어오는데 수선

을 해서 팔았다. 마 자루속에는 가끔씩 한국제가 들어오기도 

한다. 북한에서 한국산이 잘 팔린다. 한국 옷은 무조건 비싸다. 

- 남편이 동농장 리원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기에 1년간 먹을 

곡식을 충분하게 공 을 해주고 간부들이 지방에 내려오면  

리원 집(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아서 감

자, 콩, 강냉이 등을 많이 공 해 주었다. 북한이탈주민 I는 

나이가 많아도 아들집에서 같이 살기 해서 역에서 강냉이를 

튀겨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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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편의사업소 이발소로 등록 했지만 수익  50,000원을 

편의사업소 지배인에게 주고 비편제 상으로 분류해서 개인 장

사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업소는 이러한 돈을 국가과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 

- 주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집에서는 돼지를 키워 팔기도 

하고 두부와 엿을 만들어 집에서 장사를 하 다. 북한에서는 부

지런하면 굶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다.

  나. 국가 납부 비용부담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다고 한다.

- 함북 온성 

   여맹(800명 리)에서 개인당 년 2만원 각출하도록 하지만 평

균 으로 1만원씩은 낸다. 외화콩을 반드시 세 당 10KG을 내야

하는데 이는 수령님 유훈이다. 외화콩은 집집마다 각출해서 국

에 다.

 - 양강도 혜산 

  각 가정에서는 인민반에서 쓰 기장 사용료. 청소비. 도로재건

비 등을 자주 요구한다. 의과 학을 다니는 경우 학교꾸리기. 

사회동원을 해 개인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매일 

2,000원을 지출한다. 

 - 함북 청진 

 인민군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인민반에서 도시락 몇 개 납부하

라는 등 과제를 내린다. 인민반 별로 과제를 주는 경우 모든 해

결방법은 돈을 내는 것이다. ‘군양미’, ‘애국미’를 내라고 하여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 해결한다. 농민은 분배시 군양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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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분배가 다. 

 - 함북 무산 

 애국미, 단콩, 피마주, 마를 국가에 상납을 해야하므로 수시

로 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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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Ⅵ. 결론 및 제언  

북한은 1990년  ,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 악화와 력 

난으로 인해 의료기반 시설의 운 이 단되었고, 백신을 비롯한 기 의

약품 생산이 단되어 질병 방과 근거에 입각한 진단  치료가 어렵

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  반,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지속되면서 식량난까지 가 되었다. 

본 연구는 1993년 이후 15년 만에 실시된「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자료, 국제기구의 조사자료, 200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 까지 생애 과정에서 래

되는 북한주민의 건강문제와 결혼  자녀 양육실태를 악하 다. 비

 시각에서의 분석보다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해 삶의 질 

수 을 악하고 인간개발에 필수 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해 신체 ‧정신 ‧사회  건강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통일 한반도

의 남북간 상호 이질감을 조기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목 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 북한은 반 이고 완 한 무상치료제의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 지만, 1990년  반 이후 병원이나 약품공 소에는 기본 인 

약품도 없어 장마당 등에서 개개인이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생계

를 유지하기 어려운 의사들은 진단이나 진료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

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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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해서는 비공식 으로 돈과 뇌물을 공공연히 건네주어야 최소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 베트남 등의 탈 사회주의 과정에서

의 보건의료 상을 보이고 있었다. 

법률상에는 방의학을 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감염병 방에 

필수 인 백신 공 은 국제기구에 완  의존하고 있고, 감염병 통제에 

필요한 약품, 의료장비  방역장비의 부족으로 방역체계는 붕괴되어 감

염원에 한 격리 이외에는 근원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로 인해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과 설사증 등의 후진국형 수인성 감염병

이 만연되고 있었다. 주민의 건강수 은 1990년  보다 낮은 의료서비

스의 질 수 으로 인해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부족  각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  생명의 

을 받는 건강 취약계층은 결핵환자 등의 감염성질환자, 유아, 임

산부  수유부, 노인 등이다. 이들 최우선 지원 상인 건강취약계층은 

총 3,446천명으로 추정된다(표 6-1).

  

〈표 6-1〉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규모  

 (단위: 천명)
영양 및 건강 취약 대상 대상수

영유아

(5세 미만 

아동 중 

56.4%) 

    저체중 아동 (18.8%) 321
    만성 영양결핍 아동 (32.4%) 554
    급성 영양결핍 아동 (5.2%)  89

소  계 9641)

모성  영양결핍 임산부, 수유부(상완위둘레 기준) 265
 65세 이상 노인(8.7%) 2,097

                  결핵환자 120
총  계 3,446

  

주: 964천명 아동 중에는 영양 결핍문제가 복합적이어서 중복 합산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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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으로 부족한 의약품 생산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북한당국

은 고려의학을 주체 인 민족의학으로 간주하여 고려의학과학원  고려

의학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앙단 에서 집  육성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약 재배를 통해 기본 임상분야에서 증요법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

었다. 따라서 고려의학의 균형발 과 진, 통합 진료체제는 나름 로 

효과 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다.

1. 남북 건강수준 격차

  가. 여성 및 영유아 건강

「질병 리본부」가 2011년 1년 동안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848명)의 신장을 측정한 결과, 20  연령층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

를 보여 우리(남한)보다 남자는 평균 10.3cm, 여자는 평균 7.5cm 작았

다. 이들은 식량난과 보건의료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1990년  출생한 

연령층이어서 당시 취약한 보건의료  양결핍상태에서 성장발육하여 

체격 으로도 여 히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08년 이후 탈북한 북한주민들은 임산부와 아동에게 가

장 흔한 질병이 양결핍이라고 응답하여 주 출산 연령층인 20∼30  

여성의 양결핍으로 인해 미숙아  체 아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

는 도 우려되는 목이다. 미숙아 는 체 아로 출생하면 조기에 

사망에 이르거나  신경학  합병증 등 그 후유증으로 심신이 건 하지 

못한 장애아로 성장할 험이 높고, 여기에 양결핍까지 가세되면 이후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 등의 평형이 붕괴되어 각종 질환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아 일생동안 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경제 , 정신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가 으로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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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에서는 임부 10명  1명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의

사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안 하지 못한 인공임신 을 시술한 것

으로 나타나 모성의 생식기 건강에 큰 이 되고 있다. 

  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평균 기 수명은 69.3세

(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남한의 1985년도의 수 이다. 같은 해 남

한의 평균 기 수명인 80.1세(남자 76.5세, 여자 83.3세)보다 10년 이상 

낮다. 더욱이 북한주민의 건강수명은 2007년 평균 59세인 반면, 남한은 

71세이어서(WHO, 2008) 10년 이상 격차가 발생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통일 직  동독은 서독보다 기 수명이 약 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직후 서독이 17년 동안 동독에 약 1조 유로

의 의료  사회복지 비용을 투입하여 200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동서

독간 이 격차를 해소하 다26). 따라서 남북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은 동서

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커 사회복지 비용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지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8.7%를 차지

하는 고령화 사회이고 합계출산율이 2.0이다(북한 앙통계국, 2009). 인

구 체수 보다 낮은 출산 상으로 인해 향후 북한은 노인인구  

만성질환 인구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상되는 바, 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가 될 것이다. 

26) 1990년 구동독 주민의 평균 기 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서독 

79.3세)로 서독보다 3년 낮았으나 2007년 동독이 6년 높아져 남성 75.8세(서독 77.5세), 
여성 82.3세(서독 동일)로 동서독 지역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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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성 및 영아 사망

한 국가의 사회경제  보건수 을 평가하는 표 인 지표는 모성사

망비와 아사망률이다. 이 두 지표는 유엔이 설정한 7개 새천년개발목

표(MDGs) 달성분야에 모두 해당되어 있을 정도로 인간안보에 필수 이

다. 

북한의 모성사망비는 2008년 출생 10만명당 77.2명으로 15년 인 

1993년(54명)보다 악화되었고, 남한(출생 10만명당 15)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수 이다. 최근에는  UNICEF에서 370명(2009년)으로 제시

하여 인구센서스 수치(77.2명)와 는 매우 큰 차이를 보 지만 년도(출

생 10만명당 250명) 보다 모성 건강수 이 개선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

여주었다(UNICEF, 2010). 

아 사망률은 북한당국은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출생 1천명당 

19.3명으로 발표하여 남한(2008년 출생 1천명당 3.5)보다 약 5배 높은 

수 이다. 15년 인 1993년 아사망률(14.1명)보다 높아져 반 인 

보건수 이 악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World Bank와 UNICEF는 북한 아 사망률을 출생 1천명

당 26명이라고 제시하여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에서의 북 지원이 부

분 단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라. 감염병

북한의 최우선 리질환인 결핵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344명이

며, 사망률은 23명으로 남한보다 약 4배 높다(남한 각 97명, 5.4명).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 보고 건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284명, 남한

은 10만명당 8명으로 북한의 발생률이 하게 높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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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남북한간 건강수준 비교

지표 
북한 남 한

인구센서스 국제기구 전국 조사 국제기구

사망

(명)

모성사망비

(출생 10만명당) 77.2(’08) 250(’08) 15(’08) 18(’09)

영아사망률

(출생 1천명당) 19.2(’08) 26(’09) 3.5(’08) 5(’09)

5세 미만 

아동사망률

(출생 1천명당)
26.7(’08) 33(’09) - 5(’09)

심혈관질환사망률

(인구 10만명당) - 345 - 168

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95(’04) 95(’04) - 161(’04)

결핵

(인구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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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률

 
당뇨(%)

(20~79세) - 5.3(’09) - 7.9(’09)

출산

합계출산율(TFR) 2.0(’08) 2.0(’08) 1.24(’11) 1.2(’09)
저체중 출생아 

비율(%) - 5.7(’09) 4.94(’09) -

영유아

예방접종률

(%)

홍역 - 98(’09) - 96(’09)
DPT(3회) - 93(’09) - 97(’09)
신생아 파상풍 - 91(’09) - -

 자료: 1) 북한중앙통계국, ｢2008 북한 인구조사보고서｣, 2009.
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2011.
3)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2010.
4)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7.
5)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보고서, 2010.
6) WHO,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7)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8)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09
9) OECD, Health at a Glance-As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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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방치료약품, 검사용기자제, 

모기장, 살충제 지원과 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말라리아를 통제하

으나 2008년부터 남북 계가 경색되면서 공동방역이 단됨에 따라 

남북 경지역이 말라리아 감염 험에 노출되어 발생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말라리아 발생 험지역으로 지정하 다

(WHO, 2003).

북한주민의 사망원인을 염성 질환, 비 염성 질환, 상해로 별하여 

그 구성비율을 비교하면 북한은 31.0%가 염성 질환인데 반해, 남한은  

5.6%만이 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여 남북한간 극명한 조를 이루고 있

다. 이에 북한에 해서는 백신  기 의약품 등 은 비용으로 방 

는 치료가 확실한 감염성질환 통제 리가 시 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체인구의 사인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을 차지하

는 질환은 심 질환이며, 인구 10만명당 연령표 화 사망률이 345명

으로 남한(16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2. 북한사회의 출산 및 자녀양육 특징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은 인간의 가장 기본 인 생애과정으로서 그 

자체 으로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양   질

 수 에도 지 한 향을 미친다. 북한주민의 결혼, 출산  양육에 

한 최근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재 북한 주민은 만혼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다. 

과거에는 김일성 교시에 의거하여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만혼이 일상화

되었다. 이후 다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앞당기고자 하 다. 그러

나 북한사회에 만혼화가 이미 고착화되었으며, 실 으로 군복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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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재학  결혼을 지하는 등 행 사회시스템으로 인하여 결혼

을 빨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배우자 선정 조건으로 출신성

분이 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당 등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도 결

혼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결국 북한사회의 만혼화 경향은 향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주민들 사이에 출산이 기피되고 있다는 이다. 북한당국의 

다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 식량난과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체 으로 1~2자녀를 두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1자녀 혹은 무자녀까지 

선호하고 있다. 배 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이 장마당 등을 통하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장사를 하

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제도와 무상교육제도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는 보육료, 용품비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무상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기도 하다. 결혼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과 좋은 직장(직업)에 다

니는 것이 우선시됨으로써 사교육에도 비용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

한주민들 사이에는 ‘소자녀화’의 자녀가치 이 고착되어 있다. 북한의 

출산율은 최근 인구 체수  미만(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2.0명)으로 

낮아졌는데, 향후에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인구의 질  수 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다. 11년 무상 의

무교육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교재 , 화목 (난방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이나 물을 요구하고 있어 부모들은 비용부담 때

문에 10명  2명 정도는 인민학교에도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식량난과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아동들이 방치되

거나 유기되고 있으며, 그 지 않은 아동들도 양결핍 등을 겪고 있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들이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등으로 인하여 의

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학교 참여도 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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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북한은 1990년  반 이후 경제 악화  식량난 등 사회 반 인 

기를 겪으면서 의료기기  의료시설의 가동이 단되었고, 기 의약

품의 생산이 부족하게 되어 보건의료체계의 총체 인 붕괴사태에 직면하

게 되었다.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소화기 등 감염성질환 이환율의 증

가로 조기 사망이 래됨에 따라 평균 기 수명과 건강수명이 단축되는 

등 반 인 삶이 1990년 이 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와

의 건강수 의 격차도 심화되어 향후 남북한간 동질화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사회  통합을 조기에 이루

기 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표 6-1>에서 제시한 취약계층

의 건강 개선을 한 지원이 실하다. 건강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근간이어서 인간 인 삶을 유지하게 하고 국가 으로는 생

산성 높은 경제활동 인 라를 구축하게 함에 따라 이들을 상으로 한 

목표화된 지원 략이 시 히 요구된다. 그 동안 UNICEF 등 국제기구

와 민간단체의 북 지원사업이 유아의 양지원에 집 되어 차 개

선되고 있지만 외부 의존도가 높다는 을 감안하면 단순 인도  지원

보다는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략 개발이 더 요하다. 

건강은 생애 기 투자에 그 효과가 크고 그 효과는  생애에 걸쳐 

나타나므로 차세  통일세 의 인구자질 향상을 해서는  분단된 상

태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을 재개하여 통일 한반도의 선진화를 이룩

하는데 북한주민의 취약한 건강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주민의 결혼, 출산  양육 실태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북한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8.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합계출산율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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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수 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산기피 상까지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인구문제는 통일 이

나 통일 후에도 북한은 물론 남한 더 나아가 통일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 부터 남북한간 인구문제에 한 인식을 공유하여 정

책 으로 공동 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산모와 아동을 상으로 하는 식

량문제 해결  양지원, 안 한 식수 확보, 그리고 불안 한 인공임신

 방지, 아동 교육의 이탈 방지 등을 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보건복지사업의 목표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생명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인구자질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라

는 에 해 남북은 공히 일치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 

는 체제이행과는 무 하게 북한주민의 기본 인 삶의 보장을 해 북한

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교류· 력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트 십을 

형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

제사회와 유기 인 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 개발복구 략을 구상

할 필요가 있다. 력  활동분야는 비단 보건복지분야에만 국한하지 않

고 보건복지 인 라인 식량개발, 환경 생, 그리고 력을 비롯한 에

지 등의 사회인 라 분야에도 물 , 인  자원을 투입하여 균형 으로 

개발이 가능할 때 보건복지 투자성과도 제고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 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국가인권 원회(2004).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상

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제평화 인권난민지원센터(2009). (사) 좋은벗들, 2009.6.20

김원홍(2011), 『북한여성의 일상생활』, 통일부 통일교육원.

노동신문, 2010. 8. 19.

데일리 nk(2012). 북한 여성 두번 울리는 출산정책, 평화문제연구소, 

2012/07/31.

박성희(1995), 북한 청소년의 생활, pp. 50∼52

보건복지부(2010). 아‧모성사망조사보고서.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2003), 북한 어린이 기생충 감염실태

북한인구연구소(2002). 2002년 생식건강조사보고서 

신성화·이순옥·최민호·홍성태(2008).북한의 조직내 인체 기생충병 실태 조사

를 한 청검사, 연변 학 의학원 기생충학교연실·서울 학교 의과

학 기생충학교실 감염병연구소

유엔 아동인권 원회(2004), 『제2차 아동권이행 보고서』. 유엔.

이간용(2000),「북한지역의 인구지리  고찰」,『지리교육논집』제44집:40～

53. 서울 학교사범 학지리교육과.

이삼식·황나미·이상 ·신인철(2005). 남북한 통합  시각에서의 인구 망과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8∙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건강 및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이삼식‧조남훈‧백화종(1999). 남북한 인구변동과 통일시 사회.인구학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순희(2004),『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정치학 사  편찬 원회(2010),『21세기 정치학 사 』, 한국사 연구사. 

주택연구소(2005). 통일 비 주택부문 연구

통계청(2004), 통계정보시스템

통일부(2000).『2000 북한개요』

통일부(2010). 통일미래길잡이, 북한 망 , 2010/09/29.

통일부(2010). 통일미래길잡이, 북한 망 , 2010/11/24.

통일부(2011). 통일미래길잡이, 북한 망 , 2011/06/13

통일부(2011). 통일미래길잡이, 북한 망 , 2011/09/22

통일부 통일교육원(2001), 『화해. 력시 . 북한. 통일문제 이해의 길라잡

이!-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황나미·강신욱·신정훈·노용환(2011), 통일 비 북한 기상황에 따른 보건복

지 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rendreyen H., Kraft P.(2007). Happy Ending: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digital multi-media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ddiction, 103(3), pp.478-48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2009),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1993).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ICN DPRK(2005).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2006). DPRK Report

EU‧UNICEF‧WFP(1998). Nutrition Survey of the DPRK 



참고문헌∙129

FAOSTAT(2009), Database, faostst.fao.org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FAO·WFP(2011) '2011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

Humanitarian Information Unit, North Korea : UN finds decline in 

Child Malnutrition, Yet Indicators Remain High, 2010

The Lancet(2010), USA and North Korea Work Together on 

Tuberculosis, Vol. 375, Issue 9729 

MoPH(2007), Annual Report 2007 and WHO Regional Office for 

South of East Asia, 

OECD(2007, 2011), Health at a Glance of  Asia, 

OECD(2010), Health Data, 

UNDP(1994).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pp. 25～33.

UNFPA(2002), Report on Reproductive Health Survey, MoPH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UNFPA(2007), Report on the DPRK Reproductive Health Survey, 

MoPH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UNFPA(2004, 2007,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ESCAP․UNDP․ADB, AsiaoPacific Resinal MDGs Report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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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iland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2000). 2000 Report 

of the Second MICS. 

UNICEF‧WFP‧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2002). Report on 

the DPRK 2002, Nutrition Assessment



130∙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건강 및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UNICEF(2006),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DPRK

UNICEF(2011),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UNICEF(2008), Tracking Progress in Maternal, Neonatal & Child 

Survial, The 2008 Report, 

UNICEF(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WFP·FAO·UNICEF(2011),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WHO SEARO(2005), DPRK, National Health System Profile

WHO(2009), Tuberculosis Control in the SouthoEast Asia Region 

WHO(2007), Country Report on MDGs

WHO(2007). The World Health Report

WHO(2008), Global Burden of Disease, 2008

WHO(2003),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4∼2008 

WHO(2010). Health Profile: North Korea

WHO(2011),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WHO(2011),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1, Country 

       Profile DPRK, WHO report 

WHO(1996). WHO QOL-BREF: Introduction, Administration, Scoring 

and Generic Version of the  Assessment, Geneva: WHO, December

World Bank(2011),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ww.choi1388.or.kr/government/. 

http://www.who.int/childgrowth/standards/second_set/technical_report_

http://en.wikipedia.org/wiki/GNI_per_capita

http://www.ecambodia.co.kr/news/view.html

http://www.powercorea.com.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2∙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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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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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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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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