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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건강 증진(Health promot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최

적의 안녕 상태를 이루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유지·증진하려는 행위로

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Pender, 1987). 이는 전 인류가 건강 

목표(health for all)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개념이다(Kulbok & 

Baldwin, 1992).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표한 오타와(Ottawa) 헌장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은 보건의료 요소인 보건

의료시설이나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WHO, 

1986). 이러한 맥락에서, 한 국가나 사회가 경제 수준이 높고 양질의 보건의료 인프

라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인의 건강 지식이나 인식, 

그리고 건강 행위 등이 적절하게 형성·유지되지 못하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

인의 건강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신나미,김영하, 2021; 김종성, 조비룡, 2010; 

장인순, 2020; 하유정, 권수진, 곽연희, 2021; 허은주 외, 2020). 

따라서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건강 인식과 건강 행위 

파악이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구체적 활동이나 법·제도 마련의 가장 기본적 토

대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2022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약 33,826명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22).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은 통일 이전에 먼저 만나는 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과 폐쇄를 선택한 북한 사회와 북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 있

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많은 조사와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그동안은 남한 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에 북한에서의 경험들로 구축된 “북한 사람”만의 건강에 

대한 특징, 포괄적인 의식과 행동을 파악하는 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연구에서는 정착지원 차원의 건강 특성 및 건강 

인식 조사(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2010),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이용(민하주, 정

형선, 김선미, 2015), 건강 행위와 건강 신념(전정희, 박영숙, 2012), 건강과 삶의 

질(서성혁, 신승환, 유병욱, 2015; 이선미, 2015; 조은주, 조현미, 최은정, 2018)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다양

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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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염병 발생과 이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때, 남북보건의료

협력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따라 북한 주민의 건강 인식과 행위 수준을 알아보는 것

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건강관리 경험과 교육은 한 개인의 전 생애주기별 주관적 건

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데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권만근 외, 2021; 

김진아, 이심열, 2021; 송민선, 이은주, 양남영, 2021; 반상진 외, 2015)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면 특히 경제적 자원의 한

계로 인한 누적된 영양 공급의 부재 및 필수적 의료보호에 대한 접근성 미약은 건강 

불평등의 상황을 오랜 기간 지속시켰을 것이다. 이에 북한 사회 속 주민들이 경험적

으로 체득한 건강에 대한 지각, 지식, 행태1)에는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분단 76년을 맞은 오늘날 남북은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

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 등의 모든 영역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

며 그 격차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된다(WHO, 2021; 김주경, 이승현, 2020).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남한 사회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지식, 인식,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

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남한과 북한이 

건강공동체로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단계적

인 지원방안을 체계화하는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

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행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기본 목적을 

1) 건강 지각이란 인간의 건강행위를 지배하는 개인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자기평가이다(Ware, 1979). 건강 지식은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이론 및 실천에 

대한 것뿐 아니라 경험이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 사실, 정보, 기술들을 말한다(Chin et al, 2011).
건강 행위(health behavior)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행동으로 각 개인의 일상적 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건강 행위와 관련된 용어는 생활습관, 예방적 건강 행위, 건강실천행위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며 (Kasl & cobb, 1966)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적 수용 준비 상태와 

사회적, 상황적 요소라 하였다 (Rosenstock,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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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제시

한 보건의료체계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문

제들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여 분석한다. 둘째, 보건의료의 전문영역 전반에서 북한 

주민들이 경험한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북한보건의료 상황을 유추해보고 북

한이탈주민 대상의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이 연

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 활성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활용될 것이다.

Ⅱ. WHO 보건의료체계 여섯 가지 구성요소를 활용한 분석

1. WHO 보건의료체계 여섯 가지 구성요소

세계보건기구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요소들을 제시해왔다. 2000년 세계보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네 가지 주요 

평가 요소 (보건관리, 보건의료자원의 조직, 보건의료 재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더욱 세분화 된 여섯 가지 주요 평가 구성요소로 제시되었

다 : 보건의료 전달체계 (Health service delivery)’, ‘보건의료 인력(Health 

workforce)’, ‘보건의료 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s)’,‘보건의료 

접근성(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보건의료 재정(Health systems 

financing)’, ‘리더십과 거버넌스(Leadership and governance)(WHO, 

2007). 이 분석틀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료 취약점을 여섯 가지 요소들로 파

악하여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보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현실적으로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의 보건의료 실정을 객관적으로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은 여전히 미비하다. 하지만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

를 실제로 이용하였던 북한이탈주민과 그 시스템 내에서의 서비스제공자였던 의료

인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 면담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2)시기가 있었던 김정일 정권이 지나고 김정은 정권에 

2)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고난의 행군 시기는 1994~1999년으로 1990년대에 계속된 경제난과 기아를 극복하

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주민들의 희생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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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선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큰 변화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현재를 예측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보건의료의 대북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보건의료 영역에

의 수요를 파악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The WHO Health Systems Framework

출처: WHO, 2007

2. 연구의 구성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이용하였다. 초

점집단면접(FGI)은 면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

용을 교차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개별 면담보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다. 초점집단면담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총 12차

례 진행했으며 1회 면담 시간은 약 2시간 이내였다.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표본집단은 북한 거주 당시 직업이 의료인인 그룹과 비의료인 그룹으로 구별된다.

면담구성은 연구진 4명에 면접참여자 3~5인 1조로 구성되었으며 개방 면담을 중

초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마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 시기 자연재해와 식량난까지 

겹치며 주민 약 33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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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되 미리 준비한 최소한의 질문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진행

되었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의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WHO(2007)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체계 6개 구성요소를 핵심주

제로 다루었으며 면접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질문은 미리 정하지 않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던졌다. 면접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주제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

으며 면접 녹화에 대한 설명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IRB 지침 자료를 제공하였고 최

종적으로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동의에 따라 FGI를 시작했다.

나. 면접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만 20세 이상 성인 39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는데 북한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북한에서의 직업군이 의료인 19명과 

비의료인 20명으로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성 31명, 남성 8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

명, 30대 4명, 40대 10명, 50대 16명, 60대 이상 6명이었다. 북한에서의 거주 지

역은 함경북도 23명, 함경남도 5명, 양강도 5명, 강원도 2명, 평양 3명, 평안남도 

1명이다. 일반적으로 파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출신 지역별 현황3)과 동일하

게 탈북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중국과의 최북단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양

강도, 함경남도 등의 지역 출신이 주를 이루었다. 

1) 비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표 1> 1~4차 FGI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3) 2020년 3월말 기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북 출신 지역별 현황은 함경북도 58.8%, 
양강도 17.7%, 함경남도 8.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성별 나이 탈북 시기 북한 거주지

A 여 58 2001 함경북도

B 여 54 2003 함경북도

C 여 52 2003 함경북도

D 여 53 2009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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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표 2> 5~12차 FGI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나이 탈북 시기 북한 거주지

E 남 37 2004 함경북도

F 여 43 2007 함경북도

G 여 53 1997 함경북도

H 여 53 1998 함경남도

I 여 46 2006 함경북도

J 남 56 1996 함경북도

K 여 61 2010 함경북도

L 여 52 2000 평양

M 여 56 2012 강원도

N 여 44 2008 양강도

O 여 46 2010 함경남도

P 여 57 2003 함경남도

Q 여 50 2004 함경북도

R 여 74 1999 함경북도

S 여 65 2001 함경북도

T 여 47 1997 함경북도

사례 성별 나이 탈북 시기 최종학력 북한 근무기간

1 여 57 2011 의과대학 22년

2 여 66 2009 의과대학 30년

3 남 46 2012 의과대학 10년

4 여 65 2011 의과대학 27년

5 남 52 2015 의과대학 12년

6 남 48 2014 의과대학 14년

7 남 60 2012 약학대학 12년

8 여 57 2002 약학대학 11년

9 여 55 2014 약학대학 10년

10 여 26 2017 간호원 학교 2년

11 여 31 2017 간호원 학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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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FGI 분석은 첫째, 면접 자료의 문자화,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틀에 따른 FGI 내용의 영역별 범주화, 셋째, 연구결과 도출의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 면접을 통하여 녹음된 모든 음성자료를 연구진이 그대로 전사하여 문자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용어나 문장 등은 반복적으로 청취하여 기록

하였으며 그 외 어려움은 북한 출신 연구자의 협조하에 재확인 후 기록하였다. 다

음으로 문자화된 자료를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틀의 각 영역에 맞추어 범주화

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의료인 출신과 비의료인 

출신의 면담 내용 역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에 기초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이 경험한 보건의료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Ⅲ. 주요 분석내용

<표 3> 분석틀을 활용하여 본 북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징

사례 성별 나이 탈북 시기 최종학력 북한 근무기간

12 여 56 2005 간호원 학교 4년

13 여 30 2012 간호원 양성소 2년

14 여 26 2019 간호원 학교 3년

15 여 39 2013 간호원 학교 10년

16 여 42 2013 의학전문학교 10년

17 남 43 2020 의학대학 치과의학부 10년

18 여 29 2015 의학대학 구강학부 경력없음

19 남 42 2019 의학대학 치과의학부 12년

WHO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북한 보건의료이용 경험의 특징

보건의료 전달체계

(Health Service Delivery)

①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기능상실

② 비공식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등장

보건의료 인력

(Health Workforce)

① 비의료인 의료행위의 혼재

② 고려의학과 민간의학의 이용 증가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Health Information Systems)

① 보고체계의 불투명성

② 낮은 건강정보 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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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전달체계 

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기능상실

북한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주의 무상의료시스템은 90년대 중후반 고난

의 행군 시기와 함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배경으로는 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급격한 대외무역 위축 및 국제적 고립 상태의 경험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선전해 온 사회보장정책 3대 축 (무상의료, 무상 식량 배급, 

무상 교육)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현시점까지도 지속

되는 북한의 경제적 빈곤 상태는 무상의료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치료와 약을 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졌다.

“ 고난의 행군 시기 1995년, 96년, 97년 지나고 나서는 약의 종류가 줄었다기보다 

약의 생산량이 줄고 약국에 약이 별로 없었어요. (...) 그래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곧 북한 의료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내세워지는 의사담당구역제4) 

의 기능마저 퇴색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 

채택한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북한의 의료진은 국가 직영체계의 일원적 관리를 적

4) 북한의 의사담당구역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구축된 제도로 설명된다. 의료진 면담 내용에 따르면 주로 리 단위 진료소의 

소아과와 내과 의사를 중심으로 각 구역 주민들의 건강을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WHO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북한 보건의료이용 경험의 특징

보건의료 접근성

(Access to Essential Medical 

products, vaccines and technologies)

① 비검증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

② 보건의료자원의 희소성과 양극화 현상

보건의료 재정

(Health Systems Financing)

① 과다한 본인 부담 의료비지출 

② 중증 환자의 의료비지출 부담에 따른 치료 포기

리더십과 거버넌스

(Leadership/Governance)

① 보건의료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② 국가적 차원의 비효율적인 약품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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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체계의 붕괴는 곧 의료진에 대한 부실한 배급과 

대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중환자 발생 시 또는 만성질환자

에 대한 관리 등의 국한된 기능을 이행했던 의사담당구역제는 의료진 스스로의 생존

의 문제와 맞닿으며 내용 없는 형식 순회 또는 환자로부터의 치료에 대한 은밀한 대

가를 받는 등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양산하게 되었다. 

 “ (...) 의사가 하루종일 나와 있는데 월급이 쌀 몇백 그램 사면 없는 거여서…. 월급

이 3,300원 했는데 쌀 1kg이 5,000원 했어요.”

이렇듯, 북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최일선에서 예방의학적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

을 맡아온 의사담당구역제마저 부실해지면서 사실상 북한이 내세운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비공식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등장

무상의료시스템의 붕괴는 곧 북한보건의료 영역의 비공식적 시장경제화를 빠르게 

이끌었다.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 및 치료제 등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으면 환자는 

장마당을 통해 구매하여 다시 의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고착

화되었다. 이는 곧 중앙으로부터 의료서비스에 필요로 한 모든 물자가 배분되어 전

달되던 것이 불충분해지자 하급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상황적 책임이 전가되면서 

그 부담이 다시 환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저는 아프면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생이 병에 걸려

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늑막(늑막염)이 왔는데, 약을 쓰고 싶으면 달라(달러)돈을 요

구하더라고요. (환자) 본인들이 약을 다 써야 된다고(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치과적인 재료나 소모품을 국가가 공급해주는 시스템에서 일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가 개인 재료상이나 관련 사람들로부터 구입해서 치료를 

했지(...)”

북한의 비공식 의료시장인 일명 ‘장마당 의료’는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인 북한이

탈주민 39명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마당에는 의료 소모품부터 전문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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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료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밀거래 유통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부 당국이 받은 지원품목 중 일부가 비정상적 루트를 통해 

시장으로 흘러나와 돈으로 거래되는 형식이다. 

“시장에 가면 약 파는 사람들이 매대에 있어요. 등에 메고서. (...)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랬던 게 이제 통제를 하니까 다시 조그만 개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약품을 파는 집에 가야 살 수 있고, 이제 약을 파는 사람들한테 중국 약, UN 약, 그다

음에 자국 내 약까지 다 있어요.”

모순적이게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이러한 유상의료 시스템조차 형성되지 못했었

기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 최소한의 대처조차 못 하고 사망한 경우가 허다했었던 것

과 비교하면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식화된 유상의료 시스템이 아니므로 거래되는 의약품에 대

한 어떠한 제재도 관리도 당국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의약품 오남

용의 상태에 노출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보건의료 인력

가. 비의료인 의료행위의 혼재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이 상실된 현실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제공되기 어

려운 상황인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일차 의료서비스의 간단한 치료종결조

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들 역시 직업윤리와 개인의 

생존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의사들은 자신들이 담

당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따르게 되는 문책을 피하려고 진료와 치료

에 수동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상당한 부작용 역시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비의료인에 의한 무허가 의료행위가 자연스럽게 

메우게 된 것이다. 웬만한 주사는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에서부터 민간요법 등

에 대한 지식을 가까운 동네 어른들을 통해 습득하거나 재주가 좋다고 소문난 비의

료인에게 치료를 의지하는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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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집에 있었으니까 진료소에서 페니실린하고 마이신을 물에 섞어서 집에 가

져오면,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가 아닌데 8시간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혀줬어요(...)”

“저도 우리 일하러 다닐 때 갑자기 새벽에 위 경련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직관원 집에 

가서 (침을 잘 놓는다고 하는) 침을 맞으니까 위가 뒤틀리는 게 멎더라고요. 그분은 

의사 자격이 없었어요. 직관원은 선동 구호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엄밀히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

는 북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 상태를 헤쳐

나가는 고육지책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면

서 더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나. 고려의학과 민간의학의 이용 증가 

북한은 기본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양한방 협진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고

려의학이 우위에 놓인 구조이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

치며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고 의료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의학은 

의료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자 대중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하

기에도 유리한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Kim & Moon, 201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북한의 고려의학은 의학교육과정에서 역시 양방과 한방의 통

합의학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실제 치료 예방기관에서는 침, 뜸, 부항과 같

은 고려치료방법과 민간요법을 활용하고 약나무 열매와 약초로 고려약 (천연물 신

약)을 만들어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고려의학기술이 보건의료의 중추적 정

책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 의약품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양의학 시스템에 대한 궁

여지책으로써 고려의학이 비대칭적으로 더욱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업무 이외에도 약초 재배와 채취사업 등에 동원되는 일이 

빈번하고, 환자들은 치료가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민간요법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등 사실상 진단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이 북한의 의료 현실이다.

“지인이 낙상을 당했을 때 머리부터 떨어져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

이 해가 많은 날에 바싹 말린 개똥을 달여서 먹이면 허리가 낳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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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모아서 그걸 다리니 바싹 마른 개똥 달인 물을 짜니까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신약이 없으니까 동의학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신약을 하자면 째고 수술

하고 마취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들이 없으니까 

침으로 하고 뜸으로 하고 부황으로 하고 고치는 거죠. (고려의학을) 활성화를 시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원시, 옛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고난

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 옛날 방식, 공업 국가에서 농업 국가로 변환 것처럼 후퇴

한 거지요. 50년대, 60년대로 후퇴를 한 거죠.” 

3.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가. 보고체계의 불투명성

북한 체제는 1인의 절대권력자(수령)가 조선로동당을 통해 국가기구와 군대, 근로

단체 등을 통제하는 당 우위의 체제이다(정성장, 2011). 보건의료 영역 역시 중앙당

으로부터 모든 정책이 결정되면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내각의 보건성과 교육위원

회에 전달되어 집행되는 하향식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보건의료 

보고체계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자료로 공개된 것은 없지만 하위 의료기관에서 상위의

료기관으로의 상향식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중앙행

정기구인 보건성이 중심이 되어 각 도, 시·군, 구역 단위의 진료소로 보건의료자원

(인력, 시설, 장비 및 기기, 의료지식 및 기술, 소모품 등)을 조직적으로 전달·배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6.24 검열(=6.24 교시 총화)은 이러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징을 반영하

는 북한의 보건의료 보고체계이다. 보건성에서는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 걸쳐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일군을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하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기

본적인 환자 검진 및 만성환자 관리대장(의무기록). 담당구역 내 사망환자와 의료사

고 현황 등에서부터 진단서 난발, 뇌물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 의약품 빼돌리기 등

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와 나아가 양한방 병합 진료를 위한 한약 생산량 및 품종 

재배와 채취 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검열과 총화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의료진 면담에서 확인된 이러한 보고체계의 실상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책임적이었다.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이 붕괴한 상황에서 검열과정은 형식적인 행

위로 변질되어 의료진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거짓 보고조차 걸러지지 못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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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들 역시 저마다 제 주머니를 채우는 일종의 생계형 검열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

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것은 우리가 6.24 검열은 호담당 의사 정확히 했냐. 너 놀지는 않았냐, 서류

가 다 있어야 해요. 검진 대장, 만성환자 관리대장 다 있어야 하고 이 중에서 사망한 

환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망이 제일 두려워요. 그것은 의사 자격도 박탈될 수 있지

만, 의사 검열 총화의 첫째 비판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6.24 교시 총화는 북한 의료인들과 기관들에서 해마다 상,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받

는 연례 관행이에요. (...) 이때 검열관들의 검열 기간은 저마다 제 주머니 채우는 일

종의 생계형 검열이에요” 

나. 낮은 건강정보 이해능력

북한은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의 보건사업 참여라는 기본원칙을 

지향하는 등의 위생방역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상 이 모든 체계는 형식적

으로 유지될 뿐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료수혜는 물론이거니와 기능적으로 취약

하고 개선되지 못한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

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의 기능이 멈춰진 북한의 취약

한 생활환경은 결국 보건의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었으며 나아가 개

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직결되는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5)을 저하

시키게 되었다. 

면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매우 제한된 의료자원과 관리체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비과학적 방법의 자가치료를 일상화하게 되고 민간요법과 같은 보완·대체요법 추구

하여 이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건강상태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험이 만연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단만 있고 치료는 없는 비정상적 의료기능을 경험하면서 환

자 스스로가 잘못되거나 왜곡된 의료상식을 통해 증상을 해석하거나 자신의 체험적 

5) 건강정보 이해능력이란 건강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CDC,2021). 선행 연구들(Dewalt DA, Berkman ND, Sheridan S, Lohr KN, Pignone MP, 2004; 

Dewalt DA, Pignone MP, 2005; Wolf MS, Gazamararian JA, Baker DW, 2007)에 의하면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건강 관련 정보이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정보를 오해하

기 쉽고, 의료지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잦은 입원, 장기간의 입원 및 만성질병 관리에도 

취약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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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가처방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등은 건강에 있어 매우 위험

한 행위를 일삼기 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 저희 아버지 처방이 아프면 굶으라고 하시는 것이 처방이었거든요. 아프면 3일 

굶어라. (...)” 

“지금 말하면 링겔 500을 피를 하나 뽑은 거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데 

아니라 강요를 했거든요 (...)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조금 아픈 게 그 어혈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4. 보건의료 접근성

가. 비검증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의약품 생산의 침체기’를 겪으며 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

품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었다. 90년대의 식량 부족에 따른 생존문제는 의약품 

생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곧 원료의약품 공급의 중단과 제약공업 전반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데 큰 영향

을 주었다. 1995년 북한의 공식적 긴급구호 요청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원조에 상당 부분 의지하였다.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조가 진행되었던 때

만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정도의 의약품

이 배급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고립 심화는 

결국 인도주의적 원조 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게 만들어 사실상 북한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이거나 제조된 가짜 약으로 장마당에서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페니실린, 마이신 가짜가 제일 많고요. 아스피린도 가짜가 많아요. 다 밀가루로 만들

어서 팔아요. 시장에 가서 사도 판매하는 사람이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이면 믿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을 통해서 약이 나오니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면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 경험

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차보건의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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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자 북한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자가진단하여 장마당이나 지인을 통해 약

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당연히 질병의 장기적 호전을 도울 수 있

는 치료제이기보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정도의 기능뿐인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주관적 증상 여부에 따라 약물의 복용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심각한 약물 오남용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아편을 함유한 중국산 정통편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장마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오랜 기간,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복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통편

을 일상적인 진통제로 처방하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정통편은 국민 약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시골 가면 시골 사람들은 다 먹어

야 해요. 시골 사람들은 머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진통제 없으

면 일 못 하죠.” 

“정통편은 아편 이런 게 조금 들어간 거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들 약이 없는데 아스피

린 하루 이틀 처방해주고, 잘 안 나으면 정통편 사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경 

옆에는 흔한데 저도 아주 많이 아플 때는 아스피린을 먹고 잘 안될 때는 정통편을 먹

었던 거 같아요.”

 

나. 보건의료자원의 희소성과 양극화 현상

국가계획 위주의 분배시스템은 북한과 같이 보건의료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취약하다. 공식적인 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력

의 개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로 고위층과 돈주(북한 신흥부자)들이 모여있

는 평양 중심의 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반면 실상 일반 주민들

은 치료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지역 간 이동조차 쉽지 않은 현실은 보건의료서비

스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 평양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고려호텔 옆에 음식점 거리가 있는데, 거기 옆에 

외화로 사는 약국이 많아요. 달러 돈, 중국 돈을 쓰는 약국이 많아요. 거기에 독일약

도 많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약 쓰지 일반 사람들은...(그러지 못해요)”

여기에 더하여 응급한 환자가 아니고서는 배급된 약품을 무상으로 이용하기는 어

려워지는 등 보건의료자원의 희소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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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 98년도였는데. 저 때는 돈 있는 사람은 가서 수술하고 나아가지고 오는거구

요. 항상 환자가 들어갈 때 배낭을 메고 들어가요. 내 먹을 거. 그러면 그 배낭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이 많으면 잘해주고요. 만약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정말 기초적인 것만 (...)”

이처럼 공적인 보건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 한계를 지니면서 시장 기능

과 연계되는 현상은 탈사회주의 의료체계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적·공적인 제도가 

혼합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부터 쉽게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박상민, 이혜원, 2013). 이미 만성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의 부재로 오랜 기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을 경험했을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남북 간의 차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북한 내 지역 간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5. 보건의료 재정

가. 과다한 본인 부담 의료비지출

북한은 1960년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법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보건

의료를 위한 재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

터 지속되는 경제적 침체 위기에서 의료보장제도가 급격히 붕괴되자 법률로 규정하

고 있었던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약 90% 이상의 

북한 주민이 ‘무상치료제’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동현, 2019). 

곧,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이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대적으로 많

으며 이러한 사실은 본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는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제반에 대한 준

비비용과 의약품 구매 비용까지 포함되었다. 심지어 치료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후

송의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도,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에도,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는 모든 과정도 치료비 명목으로 환자가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의료서비스가 남한과 같이 환자에 대한 행위별 의료수가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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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공식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환자가 의료진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 같은 뇌물 

등의 수준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 및 치료의 폭이 달라지는 비공식적 진료비가 발생

하게 되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제 동생도 2010년 이후 머리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도 병원까지 안되니까 중앙 적십

자 병원까지 (후송됐어요). 진단이 안 되면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과정이 자

기 돈이 들어가고 모든 것은 자기가 하더라고요 (...)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북한에서 그,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골이나 이런 데 먼 쪽에 병원하고 멀리 있는 

그분들은 입원 생활을 해야 하는 조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난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원하려고 하면 그 준비가 대단합니다.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 때문

에, 석탄 나무 이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먹고 쓰고 살아야 하는 하루 세끼 식량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입원치료를 못 하게 되죠.”

나. 중증 환자의 의료비지출 부담에 따른 치료 포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워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거

나 암과 같은 악성종양으로 입원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할 상황에는 경제적 부담감으

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의 빈도가 높았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지출에서 

높은 본인 부담은 차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제한적인 의료접근성을 야기

하는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곧, 북

한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

의 건강상태를 바꾸기 어려운 운명이라 순응해버리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버지도 암을 앓으셨거든요. 위암이었는데 그 때는 제가 20대 때인데 수술

을 하라고 병원에서 권장을 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여서 병원에서도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환자한테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버지도 겁도 나고 

그러니 수술하다 죽거나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사는 날까지 

살겠다고 하고…. 그때가 위암 3기였거든요. 정통편으로 계속 버티셨고…. 너무 아프

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르핀 주사를 사다가 제가 놓아드리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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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보건의료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북한은 1990년대의 사회주의권 붕괴, 자연재해, 김일성의 사망 등 삼중고를 경험

하면서 결국 1995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긴급구호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허

울로만 유지되었던 의료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더욱 빨랐다. 이로 인해 전폭적인 지원에도 실제 북한 주민

들의 건강과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더욱이 수혜자의 입장임에도 불구

하고 북한 정권은 실리적인 필요성과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저해되지 않는 선을 유

지하는 데 급급했다. 북한은 1980년 인민 보건법 제정 이후 김정일 정권 내에서 모

두 네 차례(1999년, 2001년, 2008년, 2012년) 개정까지 하면서(김영규, 2017) 국

제사회의 개발지원 및 협력 동향을 파악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

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였지만, 이는 당시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는 무관했다. 

북한 당국이 WHO와 협업하여 발표한 첫 번째 국가 보건의료 우선순위(National 

Health Priorities 2004-2008)의 주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Shin & 

Jeon, 2019) 김정일 정권 당시 북한의 일차보건의료 영역의 지원은 절실했다. 하지

만 북한 당국은 낙후된 의료장비와 의료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을 국제사회에 집중적

으로 요구하며 인민들의 삶보다는 보여지는 북한을 더욱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나. 국가적 차원의 비효율적인 약품 관리 체계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해 확인했듯이 지원받은 의료물자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대부

분은 북한의 전쟁예비물자로 보관되었다가 동일 약제에 대한 다음 지원이 들어오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되면 하위병원으로 물량이 풀리는 구

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병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취해 장마

당에 팔아버리면서 실제 환자들이 항시적으로 필요한 상비약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약물은 전쟁 준비와 관련해서 도 병원은 약품이 출고돼서 나오면 전시 자원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달 것이 들어오면 다시 나와요. 우리 병원에서 주로 페니실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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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는데, 한도가 지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장마당에서 사는 가짜보다는 

부작용이 없어서 그것을 선호했어요.”

“전쟁물자 약은 약 창고가 있지요. 일반 창고하고 전쟁물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물자 창고는 약국장이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주로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거나, 항생제 같은 거는 날짜가 지나기 전에 교체해요. 그렇게 교체를 하면 교

체한 거 만큼 위에서 내려와서 채워져야 해요(...)” 

Ⅳ. 효율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정권 시기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수행하여 북한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이 가진 건강에 대한 의식과 수준 및 건강 행동을 파악해보았다. 이는 오늘날 

여전히 개인뿐만 아니라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을 예측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환자 스스로가 생애주기별 건강 행동 및 인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충분히 고

려되고 파악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중 특정 지역에 치중된 

주민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 전체의 상황을 보는데에는 해석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 활성

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낮은 건강의식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 지원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WHO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중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보

건의료 재정에 있어 북한 보건의료이용 경험의 특징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기능

상실 및 과다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내세운 무상치료는 

환자가 돈으로 약과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 유상치료로 변화하였고 의약품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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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 관리로 이루어지는 예방의학적 측면마저 쇠퇴시켰다. 이러한 격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리면 그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아프다 죽는 것을 막연히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자세

를 취하게 되고, 증상에 의한 고통과 의료혜택의 불이익을 참아내는 등 건강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부정적 변화가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일차적 문제인 열악한 건강상태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과 태도

를 찾기란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렇듯,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가기 위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의 결핍이 일

상화된 북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초적인 필수의약품의 지원과 더불어 충분한 식

량과 깨끗한 식수 공급 등과 같은 긴급구호적 성격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협상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의 종류와 규모에 있어 권력층이 영리 목적으

로 빼돌리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간에 

소비할 수 있는 식자재와 회충약, 소화제, 식염수 등과 같이 저렴하지만, 기본적으

로 필요로 한 의약품 등이 대량으로 북한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곧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차 진료소와 리·군·시 단위 병원에 대한 지원과 같은 아래에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의 시작일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북지원 방안과 더불어 건강에 대해 전반적으로 왜곡된 경험들이 누적

된 채 남한 사회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의식에 대한 개선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 관련 정보이해능력

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정보를 오해하기 쉽고 의료지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

게 되며 잦은 입원, 장기간의 입원 및 만성질환 관리에도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Dewalt DA, Berkman ND, Sheridan S, Lohr KN, Pignone MP, 2004; 

Dewalt DA, Pignone MP, 2005) 남한 사회에의 건강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 지원이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력 관계 지원

WHO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중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북한 보건의료이용의 특징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혼재, 낮은 건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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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이해능력 및 비검증 의약품 유통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비의료

인의 의료행위는 공공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환자가 장마당을 통해 약물을 구하여 스스로 치료하는 행위뿐만 아

니라 나아가 심각한 약물의 오남용을 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북한의 일차보건의료의 안정적인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적 측면에서 예방의학 사업의 핵심제도인 의사담당구역

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북한은 여러 한계적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꾸준히 이루어왔

으며 의료진 스스로도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진화된 의과학기술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남북 간에 가능해지기에 앞서 

북한의 의료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방의학 차원에의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교

류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면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약물 남용 문

제 등에 대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치료의학 중심의 의료시

스템으로 발전해나가기까지는 기존의 예방의학적 체계가 유지되어주는 것이 현실적

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곧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단계에서 필

수적인 물자 지원 이후 인적 교류 및 개발에 필요로 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낮은 단계에서의 협력이 될 것이다.

3. 북한 내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원

WHO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중 리더십과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북한 보건의료이

용의 특징은 보건의료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국가 정책 간의 불균형 현상이다. 즉, 

북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일반 주민들과 일부 특권층 사이의 심각한 의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평양 중심의 북한 사회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국가의 모

든 정책 인프라가 평양이라는 지역과 평양 사람에게 국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평

양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의 주민들은, 특히 인구 하위 30%의 취약계층들은 조선 시

대와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속에서 발전되지 못한 

건강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북한 전체 인구 약 2,500만 

명 중 평양 인구는 300만 명을 조금 넘는다. 북한 내 리·군 단위의 지방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고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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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구되어야만 향후 북한 내부에서의 건강 불평등이 야기한 건강의 격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태도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할 것이다. UN의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가 내세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슬로건처럼 건강의 목표에 있어서만큼은 북한 내부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젠다를 세워 적극적인 지원과 북한 당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나아가 지속적인 남북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국가체제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김정일 정권에서 정상국가

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으로 북한 내 권력이 이동한 지 11년 차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10년 기간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경제적 성과 중 하나로 치하했

지만, 평양에 최신식 대규모 병원 건립 및 의과학기술자 거리 조성 등은 하드웨어적 

구축으로 실제 북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혜택에는 그 역할이 미약하다. 곧,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도 북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보건의료시스

템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고난의 행군 전후 시기 북한에서 의료서비스를 경험해 본 북한

이탈주민들의 건강 인식과 건강 행위를 통해 폐쇄적인 북한 사회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다. 국제관

계적 상황 속에서 북한의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건강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시 겪는 것만큼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기반의 보건의료 인프라의 기능이 재

가동될 수 있도록 일차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사회와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이 현실

적으로 요구되는 때이다. 더욱이 오늘날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증진 영역에서 개

인과 사회 전체의 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만큼(Nutbeam, 2008) 개인이 질병을 예

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보건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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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어야만 오랜 기간 건강 불평등으로 벌어진 격차를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즉 죽고 사는 문제가,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려나 자신

의 삶을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절망감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고 먹고 사

는 것이 어려워 새롭게 탄생한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기도 전에 그 존재로 인한 불행

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북한의 일차보건의료가 정상

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남북의 교류협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이유일 것이다.

*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박용범 교수님, 이재훈 교수님, 김소윤 교수님, 추상희 

교수님, 김재송 파트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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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lications of health car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healthcare workers and residents before 

and after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6)Shin, BoKyung*･Sohn, InBae**･Jeon, WooTaek***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the Focus Group Interview on North Korean defectors 

(healthcare workers and residents) who have experienced healthcare 

service while in North Korea using the WHO’s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Through this, we will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health 

awareness and behavior of North Koreans and infer the current healthcare 

conditions of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considerations for promoting effective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fully exchange supports 

in the primary health care sector so that North Koreans can improve 

their low health awareness. Second, exchange of healthcare human 

resources is needed to promote with health promotion education and 

training of healthcare workers in terms of preventive medicine. Third, 

cooperation agenda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to 

mitigate health inequality in North Korea. Thus, it is a time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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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efforts for improving the lives and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s, 

who are still living in poor healthcare conditions over more than two 

decades since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Field: Healthcare/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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