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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의 건강 문제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

존스홉킨스 학교 보건 학원

서문

먼저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인

사를 전하고 이 중요한 행사를 지원하고 저를 연사로 초대해주신 주최자와 후원자들, 

특히 국제이주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통일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제 발

제의 제목은 “북한이주민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의 건강 문제”이며 세 부분으로 나

뉘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질문의 형태로 구성했다는 것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는 부분적으로 제가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제가 답을 가

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이고, 이주와 건강을 함께 연구하는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해

답은 적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이 국제회의에 대한 저의 바람은 우

리가 답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

문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와 건강에 관한 핵심 이론 

제가 처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이주와 보건에 관련된 핵심 용어와 이론은 무

엇인가?’ 입니다. 수 많은 용어, 이론, 개념, 정의가 있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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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은 (1) ‘이주 변천(migration transition)’ 그

리고 (2) ‘건강한 이주민 효과(healthy migrant effect)’입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정의, 분류, 동향에 대하여 폭넓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주는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고, 이주는 출신 지역, 

경유 지역 및 목적 지역의 사람과 장소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이주 그리고 이주

와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상적으로는 출신 지역, 경유 지역 및 목적 지역의 사

람들의 건강을 살펴보아야 하고 오랜 기간 즉, 여러 해, 10년, 심지어 세대에 걸쳐 이러

한 관계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길게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이주

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이주 패턴이나 그 변화의 시발점 

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이주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역사, 정치학, 정책학, 경제학, 질병 역학, 인구학, 사회학, 인류학, 인권 

등을 포함하는 다 학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이주민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의와 용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히 용어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합

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할 때,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새터민, 난민 등 많은 용어가 

이용됩니다. 이 모든 용어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용어 자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더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이러

한 용어들은 영어로 번역되면서 (refugee, migrant, defector, new settler) 의미가 새

로 생기고 합쳐지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며, 다분히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 모든 용어와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는 아니며, 제가 물론 어느 말이 옳고 그

른지에 대해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들은 각각 복잡하고 변화해가는 

이주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예정인 사람 중 최소한 몇몇 사람들에게 적절하

게 적용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용어는 이 회의의 영문 제목에 있는 용어인 ‘이

주민’ 이며, 이 용어는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건강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적절한 

용어일 것입니다. ‘이주민’이라는 용어도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맥락에서 다양하게 정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의 건강문제  15

의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선택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Diane Hull은 이주민을 ‘출신 지역에서 목적 지역으로 이동하

면서 지리적 경계를 넘고, 목적 지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변경하거나 목적 지역

에서 오랜 기간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책에 이용하기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 유엔에서는 국제 이주민을 ‘원래 거주

하던 국가를 변경하는 사람 … 레크리에이션, 휴가, 사업, 의학적 치료 또는 종교

적 순례를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을 여행하는 것은 원래 거주하던 국가를 변

경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이거나 오랜 기간 동안 살 의도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국제 이주

민에게는 거주 국가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누가 이주하는지, 왜 이주하는

지, 어떻게 이주하는지, 언제 이주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주하는지는 중요하게 논의

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핵심 개념은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이주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국제 이주민(국경을 넘는 사람들), 이들은 허가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무허가일 

수도 있습니다.

• 국내 이주민(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과 같이 국내에서 이주를 하는 사

람들) 

• 난민(‘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

들), 여기에는 난민 혹은 인도주의적 지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망명 신청자도 

포함됩니다. 

• 국내 유민(한 국가 내에서 전쟁, 재해, 기근, 박해 때문에 이동하게 된 사람들) 

• 인신매매된 사람들 (노동 혹은 성 착취) 

우리는 지난 20년간 보아왔듯이, 모든 북한 사람들의 이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 모든 종류의 이주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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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종류의 이주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일어나고 위험한 상황과 필요와 관련이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이주가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는 그간 변화하고 진화하였지만 몇 

가지 핵심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 50년간 자신의 출신 국

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두 배 증가했지만 (2005년에 1억9100만 명) 이주민

의 비율 자체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6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2.5%가 

외국에서 태어났고 이는 1999년에는 2.9%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이 이제 모든 

이주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국으로의 이주에서는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저는 과거에도 많은 여성 이주민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가 이들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되고 이동이 잦은 오늘날에, 20대나 30대의 젊은 층 

사람들이 국경 내외에서 더욱 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이들은 취업이나 가족을 위해서 이주를 하기도 하지만, 전쟁/재해와 강압 때문에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주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변천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 중 두 가지, 인구학적 변천

(demographic transition)과 역학적 변천(epidemiological transition)은 공중보건학 

연구와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세 번째 이주 변천(migration transition)은 점차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인구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세 가지 기본 단계에서의 이동을 지칭합

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높은 출생률/높은 사망률이며 이는 19세기의 모든 국가에서 일

어났던 현상이었고 이는 아직도 중동, 동남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들의 현재 동향입니다. 높은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높은 출생률을 상쇄하고, 예상 수

명이 짧으므로 인구는 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높은 출생률/낮

은 사망률이며 이는 20세기에 위생과 보건의 발달 때문에 유아, 아동, 산모 사망률이 

줄고, 출생률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날의 엄청난 인구 증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혹은 상태는 낮은 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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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망률인데, 이는 새로운 피임 기술의 발달과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가정(여성과 

남성)에서 작은 크기의 가족이 적정하다고 선택한 것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합니다. 

역학적 변천(epidemiological transition)은 인구학적 변천과 함께 발생하며 한 인

구의 주된 질병(primary burden of disease)이 젊은 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질

병에서 중장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남

한은 인구학적 변천과 지역 역학적 변천을 둘 다 거쳤으며 이제 높은 예상 수명, 낮은 

출생률, 낮은 유아 사망률(예상 수명은 78.8세, 출생률은 8.7/1000, 유아 사망률은 

4.2/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변천 즉, 이주 변천을 발생하게 하는데, 이는 

사회발전의 한 측면으로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함미를 가집니다. 

이주 변천(migration transition)은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국가를 떠나 이주하는 현상을 지칭

합니다. 한 국가가 발전을 할수록 자국민의 송출(emigration)은 감소하고, (발전 수준

이 더 낮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주하여 

이주민 유입(immigration)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변천은 특유의 

궤도에 따라 일어나는데, 자국민의 송출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역 U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이주민 유입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증가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자국민 송출보다 많아져서 해당 국가는 이주민의 순 ‘유입’이 

‘유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즉, 유럽 역사의 맥락에서) 이러한 변천은 

80-90년에 걸렸지만, Douglas Massey가 보였듯이, 아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남한) 

이러한 현상이 30-4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 유입 곡선에 관해서는 여

러 자료가 이를 증명합니다. 남한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주민 유입 추

세는 어떠한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주와 건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이론 혹은 개념은 ‘건강한 이주민 

효과(healthy migrant effect)’입니다. 이는 유입된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이고 출신 지역의 보건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였을 때는 흔히 

자국민에 비해 건강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건강상의 우위를 잃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초기의 우월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과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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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이주란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선별적인 과

정이고, 유입국의 이주 정책은 대개 건강 검진과 각종 규제를 통해 더 건강한 사람을 

우선 입국할 수 있디록 허가해주고,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주민 공동체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의 출신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출신 지역의 문화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가

족의 결합과 사회적 지원 제공을 통해서 건강한 행위를 발달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위는 보고상의 오류나 기타 데이터의 질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이주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것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아, 측정된 비율의 분모 부분이 실제보다 더 높아서 몇몇 

지표가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초기에 건강상의 우위가 있다면(이는 모든 인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우위는 사라진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역시 다양합니다. 라틴계 이주에 관한 연구를 하는 미국의 연구

자들은 ‘동화의 역설’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는 문화적 

적응과 동화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원래 거주민들의 건강상의 특징을 닮아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덜 건강한 것이라면, 동화는 이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좋은 예로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남한 여성들은 미국 여성의 흡

연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남한 남성들은 

미국 남성의 흡연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흡연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민의 

열악한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스트레스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이주/전환

의 과정 동안 이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주민이 다른 종류의 인구에 비해 더 열악한 점은, 초기부터 

의료 지원과 의료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의료 지원에 대한 장벽이 

특히 미등록된 가난한 이주민에게 높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건강 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이나 그 밖의 경유국 혹은 임시 망명지를 거쳐 궁

극적으로 남한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다룰 때 이러한 넓은 관점의 틀을 고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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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이주 현황 

북한에서 1993년과 2008년에 각각 실시된 인구 조사에 따르면, 국제 이주에 관한 

통계는 없으며 국내 이주에 관한 통계는 1993년에는 도시화 비율로 제한되었고 이는 

2008년에 확장되어 지난 5년간 다른 지방으로의 이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5년 동안 (전체 인구 23,349,859명 중에서) 234,817명이, 또는 겨우 1%가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훨씬 더 많은 이동

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이동은 대부분 ‘비정규적’이었습니다. 1998년 존스홉킨스 대

학이 중국에서 약 3,000명의 북한 난민과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달 이

상 거주지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순 이주 비율(net migration rate)

이 18.7%로 나타났고 많은 경우 국내 이동은 식량난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 (distress migration) 였습니다. 30%이상의 이주민이 이주의 주 목적을 ‘식량을 

찾기 위해’라고 답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1/5 이상이 15세 미만의 아동이었

습니다. 

최소한 몇몇 지역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적인 식량 불안이 주기적인 

자연 재해와 합쳐지면서, 국내 이주가 공식적인 통계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이동을 ‘distress 이주’ 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비정규 이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방으로의 이주는 적어도 가난한 농부들이 경제적 곤궁을 피

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던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이주

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한국이 분단국가가 되었을 

때 감소하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급격하게 증

가한 것은1990년대 중반부터 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이주는 북한에서 기근의 절

정이었던 1998년 혹은 1999년이 되어서야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2년간 북한 사

람들은 북쪽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식량 부족, 경제적 궁핍,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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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여행 허가 혹

은 서류 없이 자신의 국가를 떠나 이웃하는 국가인 중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등록 지위와 북한에서의 겪은 다양한 형태의 곤궁을 근

거로 그들을 보호해주려는 사람 혹은/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난

민 혹은 비호신청자라고 불립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중국과 북한 정부로부터는 불

법 이주자라고 불립니다.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을 떠나 중국이나 다른 이웃 국가로 가는 여정은 수색으로부터 숨어야 하고 

정부의 허가 또는 국제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로 자신의 보호 수단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두 가지 필요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된 사람들과 조율하여 10년간 (1999-2008년) 국경을 넘는 동향을 모니터

링한 결과 국경을 넘는 도착은 (최악의 기근 1년 후인) 1998년에 절정에 이르렀고, 

보안과 정책에 영향을 받고 이와 더불어 계절적인 패턴을 강하게 보이며, 이후 점차

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니터링 체계는 ‘지역 표본 주시 (?)체계(sentinel 

site surveillance)’ 라고 알려진 공중보건학의 연구 방법에 기반하였고, 중국 동북지

방의 사례지역 10곳에서 월별로 도착, 출발 (구속과 강제출국 포함) 및 지역의 인구 

예측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체 인구’를 추산하는 데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

닐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

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증명되었으며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인구를 추산하는 것

은 힘들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2007년 보고서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인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거의 없다. 

추정치는 적게는 10,000명(중국의 공식적인 추산)에서 많게는 300,000명 이상까지 다

양하다. 언론 보도에서 주로 인용하는 수치는 100,000-300,000명이다. 2006년에 미 국

무부는 2000년에 75,000-125,000명 범위로 예상했던 수치를 낮춰서 30,000-5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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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 추정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도 2006년 추정 범위(30,000-50,000명)를 

추정치로 이용한다. 추산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이 숨어있는 상태로 

지내거나, 자발적으로 식량 또는/그리고 경화를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해 혹

은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국경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수색을 피해야 하는 난민의 

필요와 국제기구의 접근 제한은 난민 문제의 전 범위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2009년 말에,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 세 개의 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에 있는 북한 난민과 이탈주민을 추산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

정된 지역의 북한 난민과 비정규 이주자들의 전체 인구를 추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

기에는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수에 대한 추산도 포함되

었습니다. 이차적인 목적은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여성들의 아동의 핵심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 이주 패턴, 현재의 생활환경이 포함되었

습니다. 세 개의 성 내 무작위로 선정된 108곳 지역에서 32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population-focused interviews)는 다음과 같은 

동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감소. 1998-2009년의 북한이탈 인구에 대한 추정치

와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다

는 것이 분명합니다. 1998년에는 75,000여 명의 북한 난민과 이탈주민에서 2009

년에는 10,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998년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했을 때는 1996-97년 기근의 뒤를 잇는 것이었고 

이 때는 김일성이 사망한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지속적인 식량 부

족과, 사망률의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타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고

향에 있는 것보다 나은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이후에 북한 사

람들에게 곤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식량 부족, 정체된 경제, 주

기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전체 인구의 건강, 복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하지 않는 정부 때문입니다. 이주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강화된 국경 보안, 

남한과 다른 국가로의 직접적인 이주, 그리고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

한 기대가 낮아진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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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여성 비율의 증가.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는 북한 난민과 이탈주민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50%에서 2002년에 54% 그리고 2009년에는 77% 이

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어떠한 기존의 연구는 1998년에 여성의 비율이 75%에 

이르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근 이후의 이주의 전형적인 패턴, 즉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거나 남성이 식량이나 기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이주하는 것에 반하는 현상입니다. 중국에 있는 전체 북한이탈 인구 중 여

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은 이용할 수 없는 적응 수단을 

찾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즉, 이는 중국 남성, 특히 남아를 선호하는 것을 포함

한 중국의 인구학적 동향 때문에 결혼 가능성이 낮아진 농촌 지역의 나이 많은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불균형한 여성 이탈주민의 수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비 불균형의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증가. 2009년 중국 동북지역에 관한 우리의 연구 또한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수가 1998년에 8,000여 명에서 

2002년에 8,900명, 그리고 2009년에는 10,500 명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적게는 5,200명으로, 많게는 15,200명으로 추정). 이 수치 자체도 논의의 

대상이지만, 만약 이 수치가 맞는 것이라면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수가 북한에서 태어난 전체 이탈주민 인구 보다 약간 많은 것입

니다. 수치를 넘어서서,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

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의 국적 때문에 중국인인가? 어머니 때문에 북한 사람인가? 

실질적으로 국적을 주장할 수 없어서 무국적인가? 이들이 남한이나 다른 국가

로의 정착을 모색한다면 이들의 이주와 관련된 선택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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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이제 드디어 이 회의의 핵심 사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른 이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핵심 문제들은 무엇인가?’ 입니다. 다른 발제자

와 참가자들이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저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이

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주민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인구학적 특성

이고,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이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동향과 예측입니다. 

제가 작년에 참석한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관료는 북한이탈주민의 ‘80-80-80’ 특성

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80%가 여성이고 80%가 함경북도 

출신이고 80%가 20-40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2/3가 여성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도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구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부의 

통계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중국에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고 최대

한 빨리 떠나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친척과 다시 만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이주하는 비율

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여성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나 반면에 이 수치들은 이 여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은 왜 이주를 하는

지, 북한과 망명국가 및 경유국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남한에서의 정착과정

에서 어떠한 건강과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80%가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것은 이 지역이 중국 국경지대와 인

접해 있기 때문이고,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80%가 함경북도나 함경남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주가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것은 국경에 인접

해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이는 이동에 대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역이 

1996-97년 기근의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식량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식량 보급이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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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의 저체중(연령 대비 체중), 성장 부진(연령 대비 신장), 소모 현상(신장 

대비 체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함경도에 편중된 이주는 이주 인구에게 

영양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80’은 약 80%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20-40세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

린 아동과 고령자가 적고 노동 가능한 연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형적인 이주 

인구의 특징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인구이지만 이들의 취업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 입니다. 통일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90%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자, 

농부, 가정주부로 일하거나 무직이었고 80%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기술을 요하는 고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인구의 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

론 우려되는 점은 노동 가능한 연령의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이들이 

산업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큰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입니다. 20-40세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것을 통해, 성과 생식 건강

상의 필요가 큰 관심사라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고, 성과 생식 건강을 북한 여

성 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주요 걱정거리라고 지적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도착했을 때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연령이 더 낮고, 

이들이 여정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들을 겪어낼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포함한 여

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인구보다 더 건강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과 성인들

은 영양 실조, 불균형한 식사, 부적절한 보건의료, 기생충감염의 단기적, 장기적 영향

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내에서와 이주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

한 정신적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은 외래와 입원의 형태로 

병원과 진료소를 더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도착했을 때의 건강이 남한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고 나쁘다는 것

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건강은 정착 이후에 개선되는지 혹은 더 악화되는지를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동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 외로

움, 차별을 느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30%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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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장애(PTSD)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 보다 높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어떻게 되고, 남한 인구와 비교할 때 

어떠한지, 우울증과 불안 장애는 어떻게 되는지,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들과 유

사한 건강상의 행동과 특징이 발달하고 있는지(비만, 고혈압, 성과 생식 건강 행위), 

어느 영역에서 건강이나 보건의료는 개선되고 있는지(예방접종, 영양/식사 등) 등의 

질문들이 오늘과 내일 발제자들에 의해 더 논의되기를 바라고 이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입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남한에는 21,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나 상대

적으로나 큰 숫자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과 

선진국으로서 남한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으로의) 정주 

혹은 (중동으로의) 노동 이주를 위해 이주민을 보내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주 유입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약 969,507여 명의 등록된 

외국인이 있고 많게는 200,000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자가 있습니다. 160,000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있으며 60,000명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습니다. 남한은 이주 인구가 많

은 국가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경험이 남한이 다

른 이주 인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교훈을 주는지, 혹은 이들은 예외적인 사례인지, 

어느 연구자가 제기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이 ‘되돌아오는 친척 혹은 외부 토착민

(Homecoming Kinsemen or Indigenous Foreigners)’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남한이 이러한 이주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를 열 것인지, 아니면 좁은 민족주의적인 논쟁으로 닫아버릴 것인지에 대하여 질

문해보아야 합니다. 

비한국인으로서 제 관점에 대해 밝히는 것이 허용된다면, 남한은 북한이탈주민의 이

주 그리고 전반적인 이주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주민의 이주에 대한 관점을 더 확장하여, 지역적인 이주의 동기와 역학의 범위 내

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인구의 건강과 사회 변화와 개발에 가지는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비호국이나 남한과 같은 정착국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및 다른 곳에서 착취와 인신매매될 위험에 처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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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게서 태어나 국적이 없거나, 보호자

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게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혹은 가족과 상봉하기 

위하여 이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들을 바라 볼 때 간단한 분류를 넘

어서서, 이주를 인간 역사를 바꾸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만드는 복합적인 필요

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대화를 향상시키고,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지원한다면 이주가 한 국

가를 갈라놓는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한 국가를 통합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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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결핵실태와 관리 

김 희 진

결핵연구원

Ⅰ. 서론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기근에 따른 영양 부족, 보건체계의 약화, 항결핵제 부족으

로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확한 결핵 환자 수는 알지 못하지만 수 백만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서도 결핵은 주요 

보건 문제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정착한 후 철저한 결핵 관리가 요구된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01년에는 1,043명이 입국하여 천명

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2,423명이 입국하였으며 2011년 6월 현재 1,434명이 입국하

였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결핵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핵 

실태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북한 결핵 현황

북한은 한 때 결핵을 퇴치하였다고 국제회의에서 주장할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졌으

나 1990년대 중반 대기근과 보건체계의 붕괴로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확

제 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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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태는 알 수 없으나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

률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345명, 423명, 25명으로 1990년과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나

라는 각각 90명, 115명, 8.3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다.

결핵 발생률을 고려할 때 감염률 또한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결핵 

감염자 수가 전 인구의 약 1/3로 추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감염

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기구와 남한에서의 항결핵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는 치료에 충

분한 약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핵 환자들은 진단, 처방을 받은 후 

장마당에서 항결핵제를 구입하여 자가 치료를 하는 것도 흔하였다. 약제 오남용과 불

규칙적인 치료는 약제 내성 결핵을 야기하였다. 

Ⅲ. 북한이탈주민들의 결핵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결핵에 감염,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 3국 체류기간동안의 열악한 주변 환경과 스트레스 등으로 결핵에 이환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발견되는 결핵 

환자 비율이 높고 계속 증가 추세이다. 

또한 북한 혹은 제3국에서의 불규칙적 치료와 이들 환자로부터 내성 결핵균에 감염

됨에 따라 약제내성결핵도 문제가 된다. 약제 내성이 없는 결핵이라도 최소 치료 기간

이 6개월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내성결핵인 경우 고가의 2차 항결핵제를 사용하

여 24개월까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치료 성공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내성결핵의 

치료는 더욱더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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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tuberculin response among NK defectors (2010)

mm 0 1-4 5-9 10-14 15-19 20- Total

N % N % N % N % N % N % N %

Sex

Male  8  3.3 1 0.4  7  2.9  37 15.4 136 56.4  52 21.6 241  43.1

Female 21  6.6 8 2.5 26  8.2  70 22.0 141 44.3  52 16.4 318  56.9

Total 29  5.2 9 1.6 33  5.9 107 19.1 277 49.6 104 18.6 559 100.0

Age group

0-19  8 24.2 1 3.0  4 12.1   5 15.2  11 33.3   4 12.1  33   5.9

20-29 11  6.2 2 1.1  11  6.2  39 21.9  91 51.1  24 13.5 178  31.8

30-39  3  2.0 3 2.0  6  3.9  26 17.0  88 57.5  27 17.6 153  27.4

40-49  1  0.8 1 0.8  7  5.7  21 17.2  53 43.4  39 32.0 122  21.8

50-59  3  5.6 1 1.9  2  3.7   8 14.8  32 59.3   8 14.8  54   9.7

60-69  2 13.3 1 6.7  3 20.0   7 46.7   1  6.7   1  6.7  15   2.7

70-  1 25.0 0 0.0  0  0.0   1 25.0   1 25.0   1 25.0   4   0.7

Total 29  5.2 9 1.6 33  5.9 107 19.1 277 49.6 104 18.6 559 100.0

Table 2. Result of interferon gamma releasing assay among NK defectors(2010)

Positive Negative Indeterminate Total
Remark

N % N % N % N %

Total 436 64.4 222 32.8 19 2.8 677 100.0

Sex

Male 162 73.0  60 27.0  0 0.0 222  32.8
=6.751
p=0.009

Female 274 60.2 162 35.6 19 4.2 455  67.2

Total 436 64.4 222 32.8 19 2.8 677 100.0

Age group

0-19  21 43.8  24 50.0  3 6.3  48   7.1

=16.984
p=0.009

20-29 118 59.0  78 39.0  4 2.0 200  29.5

30-39 126 66.0  56 29.3  9 4.7 191  28.2

40-49 107 72.8  37 25.2  3 2.0 147  21.7

50-59  47 72.3  18 27.7  0 0.0  65   9.6

60-69  14 66.7   7 33.3  0 0.0  21   3.1

70-   3 60.0   2 40.0  0 0.0   5   0.7

Total 436 64.4 222 32.8 19 2.8 6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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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핵은 특성상 한 번 감염이 되면 잠복감염 상태로 일평생 지속되며 감염자중 일부

가 발병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

로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잠복결핵 감염자는 정착후 결핵 발생 위험

이 높으므로 감염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2009년까지 결핵연구원에

서 실시한 투베르쿨린 검사에 의한 감염률은 81%로 매우 높았다. 9세 이하 연령층에

서도 감염률이 25%로 매우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추정 감염률

이 1/3인 것과, 2006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베르쿨린 조사에서 

양성률은 10.9%이었으며 대부분도 비시지 접종에 의한 위양성이 많이 포함된 상태인 

것을 비교하면 이들의 결핵 감염 실태가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핵연구원에서 2010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중 일부를 대상으로 감염률을 중심

으로 한 결핵 실태 조사를 하였다. 감염률 조사는 투베르쿨린 검사와 IGRA (interferon 

gamma releasing assay) 검사를 하여 비교를 하였다. 최근들어 결핵 환자 접촉자 조

사에서 감염 유무 조사에 활용되는 IGRA 검사는 최근 감염을 좀 더 잘 반영하고 BCG 

접종등에 의한 위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검사이다. 투베르쿨린 검사에서 양성률은 

87.3%(488/559)로 이전 조사보다 더 높았다(표1). 남녀별로는 각각 93.1%와 83.0%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높은 실정이다. 또한 20mm 이상 강양성자도 18.6%였으며 

주사 부위의 소수포, 괴사등도 128명에서 나타나 투베르쿨린에 대한 반응이 심한 양상

을 띄었다. 19세 미만에서도 양성률은 61%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IGRA 검사에서 양

성률은 64.4%(436/677)로 나타났다(표2). 투베르쿨린 검사에 의한 양성률보다는 낮지

만 전체 대상자의 2/3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까지도 결핵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

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비노출군의 투베르쿨린 양성률이 51%인 반면 IGRA 검사에서는 4%만이 양성으

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최근 접 접촉

자에서의 투베르쿨린 검사와 IGRA 검사의 양성율이 각각 71%, 44%, 확진된 결핵 환

자에서의 양성률이 각각 78%, 81%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결핵에 감염되었고 최근까지 계속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세 이하에서의 양성

률도 43.8%로 나타나 최근 감염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에서 과거 결핵 치료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53명중 53명(9.6%)로 

이전 조사보다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흉부 엑스선 사진상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



Ⅰ-2 북한이탈주민의 결핵실태와 관리  55

된 비율도 2.5%로 적지 않았다. 

비시지 접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비시지 반흔 조사에서도 무반흔자의 비율은 

39.2% (255/651)로 높았다. 비시지 반흔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반흔이 소실될 수도 있

다. 그러나 19세 이하 연령군에서도 47명중 28명(59.6%)에게서 비시지 반흔이 관찰되

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과거 북한에서 비시지 예방접종 사업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백신의 보관상 문제(냉장보관시설 미비로 역가 감소) 혹

은 접종 시술의 기술적 문제등으로 적절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나원 퇴소후 결핵 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 높은 결핵 감염률을 

고려할 때 정착후 결핵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나 파악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추적 조사 혹은 정기적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북한이탈주민들의 결핵 관리 체계

제 3국 공관에 체류중 건강 검진에서 결핵으로 발견되거나 입국후 건강 검진에서 

결핵으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도 한다. 결핵은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환자에 의해 공

기로 전파되는 질환이므로 제 3국 공관 혹은 입국후 건강 검진을 조기에 실시하여 발

견된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내성 결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객담 도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신속내성검사를 하여 주요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 유무를 조기에 밝히는 것이 치료 처방 선정에 필요하다. 객담 결핵균 검사

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말음성 결핵인 경우에 배양검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핵 감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는 하나원 입소후 결핵연구원에서 투베르쿨

린 검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건강 검진시 혈액을 이용한 IGRA 검사를 이용하여 감

염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투베르쿨린 검사와의 일치율이 높아 IGRA 검사가 필요하

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투베르쿨린 검사에서는 일부 피검자에서 아주 심한 반응으로 

착색, 반흔이 주사 부위에 남을 수가 있으므로 IGRA 검사가 바람직하다. 잠복결핵감

염으로 확인된 경우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화학치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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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

고 정착후 결핵 발생 및 이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예방화학치료가 필요하다. 예방화학치료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항결핵제중 

하나인 isoniazid를 6개월 투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9개월 복

용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나라 국가결핵관리 지침서에도 9개월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soniazid를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체 처방으로 rifampin 4개월 치료가 제

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수개월 교육을 받은 후 정착지에 거주한다

는 점, 약제 내성율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rifampin 4개월 처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견된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통원 치료가 이루어지며 하나원 퇴소후에는 정

착지에서 관할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다. 또한 결핵정보감시체

계에도 신고가 이루어진다. 퇴소후에는 환자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 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종결하기까지 결핵 환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담당 기관별로 결핵 환자의 병력, 치료 정

보, 엑스선 영상등이 단절없이 전달,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원 퇴소후 결핵 환자

의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환자 관리 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내성결

핵 비율이 높아 치료 실패의 위험도 높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조기 치료 중단

은 그 환자의 건강에 일차적으로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결핵관리에도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제내성결핵등은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을 비롯한 전

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효율적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상호 연계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한 후 결핵 환자 발생 위험은 우리나라 주민들

보다 더 높을 것임이 틀림없다. 정착후 발병한 결핵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핵 감염후 발병 위험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2년 

이내가 발병 위험률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한 후에도 최소 2년

간은 결핵 발생 모니터링의 강화와 적극적 흉부 엑스선 검진을 통한 환자 발견사업이 

필요하다. 

BCG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난 소아에서는 

BCG 접종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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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효율적으로 결핵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핵 환자들의 정착후 최종적인 치료 결과(성공, 실패, 중단등), 정착후 환자 발

생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도, 결핵 치료의 장애물과 지원 방안등에 

대한 연구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Ⅴ. 맺음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효율적 결핵관리는 이들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추가 결핵 전파를 예방함으로써 우리나라 국

민의 결핵 감염예방 및 결핵퇴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핵환

자 엑스선 검진에 의한 환자 발견 및 치료뿐만 아니라 발병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방화

학치료와, 정착후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리라 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결핵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핵에 관한 

인식도, 치료 행태, 정착후 결핵 발생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연

구조사는 향후 북한의 결핵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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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체 건강

-생활습관병을 중심으로-

김 신 곤

고려 학교 의과 학

Ⅰ. NORNS 연구의 소개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NORNS)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목적

으로 2008년 10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첫째는 인도적 목적이다. 남

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이 의료급여 대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 아니다. 남한의료 상황에

서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고, 그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

아 의료 이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한의료의 특성상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기가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NORNS 연구의 연구진과 자원봉사

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구’ 의료인이 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생활습관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 상이한 생활습

관과 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서구화된 환경적 조건에서 살아온 남

한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질병 발생 양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 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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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습관과 환경, 문화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생활습관병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혈증,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 등)과 다양한 동맥경화성 지표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환경에의 

노출 정도와 동화 수준에 따라 영향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한주민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남북한주민의 생활과 환경의 차이가 유전자적 동질성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생활습관병의 발현에 상이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습관병의 유병률 및 여러 대사지표의 특성은 남한주민과 어

떤 차이가 있는가?

2) 다르다면 이 차이점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

3) 남한에 거주하면서 이들의 질병양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4) 변화되는 질병양상은 남한주민과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는 고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공동으로 진행하

고 있으며, 단면 연구와 추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단면 연구는 2008년 10월부터 매

달 15-20명 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을 고대 안암병원 당뇨센터에 초청하여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3회 539여명이 참여하였다. 추적 연구

는 같은 대상자들에게 핵심적인 문진과 검사 항목을 3년마다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Figure 1). 

이제 본 연구가NORNS로 명명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 NORNS는 노르웨이의 

신화에 등장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운명의 여신의 이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과거에는 하나의 한반도였으나, 현재는 분단된 채 남아있다. 그러나 미

래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연자

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본 연구의 이름을 정하였다.

Ⅱ.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현재 국내에는 2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도 매년 유

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들의 신체적 건강 실태에 대한 전문적, 의학적 연구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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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및 의료(윤인진 외. 2005), 2005년도 새터민 

건강실태 연구(윤여상 외. 2005) 등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는 비의료인에 의한 설문조

사 연구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발표된 바 있으

나 (김연희 외. 2006; 전우택 2000), 신체적 건강 실태에 대한 전문적, 의학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김창오. 2004, 2005). 실제로 2010년 12월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를 검색한 결과, 확인된 49개의 논문 중 대부분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이나 영양상태와 관련해 연구한 내용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남북한의 분단에 따라 

오랜 기간 상이한 생활습관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구화된 

환경적 조건에서 살아온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질병 발생양상은 상당한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혈증, 비만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과 환경, 문화에 크게 영향 받는 질환군으로 소위 생활습

관병이라 지칭되며, 우리의 경우 8-9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국

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8%로 추산되고 있다(Lim et al. 2005).

반면 우리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고칼로리의 섭취가 용이하지 않았을 북

한주민의 경우 생활습관병의 유병률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정착이 오

래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직 탈북 이전의 질병 양상 - 생활습관병의 낮은 

유병률 -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국내 30세 이상 성인

의 당뇨병의 유병률은 10% 내외로 추산되는데 반해, 설문으로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의 

당뇨병 유병률은 1.3-1.6%로 보고되었다(윤여상 외. 2005; 윤인진 외. 2005). 

외국의 이주민 연구들은 생활습관과 환경의 변화가 동일 민족에서도 질병의 발병 

양상에 차이를 가져옴을 밝힌 바 있다.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이나 (Nakanishi. 2004), 

미국으로 이주한 아프리카인에서의(Cooper et al. 1997; Osei. 1999) 당뇨병이나 심혈

관질환의 유병률의 증가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생활습관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양상이 변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일 민족, 본래적 동일 국가

에서의 이주민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NORNS연구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연구에 비해 더 많은 대상자와 더 많은 측정항

목, 그리고 최초로 실제적인 검사와 측정이 동원된 매우 가치 있는 연구이다. 통상의 

이주민 연구가 이민족(different nation)으로의 이주로 인해 발생된 건강영향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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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인데 비해 본 연구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민족이 분단(one-step)과 그 이후의 이주(two step)로 인해 사회경제환경의 

two step change를 경험한 이주민 연구라는 독특성을 갖는다. 특히 90년대 북한에 

발생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생애 주기 중 일정기간 심각한 영양박탈을 경험하였을 

30-40대의 북한이탈주민은 태아기나 영유아기 때 영양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성인기

에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환된다는 절약 형질 가설

(thrifty phenotype theory) 검증에 적합한 대상이다. NORNS연구는 생물학적이고 

임상적인 정보와 함께 정신/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 생성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련 정책과 복지에 있어 기본적인 근거자료

로 사용되고 통일 후에는 북한주민의 건강관련 정책에 기본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동일 민족, 본래적 동일 국가에서의 이주민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독특한 이주민 연구의 한 유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환경의 변화

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절약형질 가설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연구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 할지라도 생활습관의 변화가 질병의 발

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초창기의 이주민 연구들은 서구화된 환경으로의 

이주가 동일 민족 내에서도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임을 보여주었다

(Hazuda et al. 1988; O’Dea. 1991). 핀란드의 쌍둥이 연구도, 완벽한 유전자적 동일

성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낮은 나라로 이주한 일란성 쌍생아가 자신

의 출생지에 있는 다른 쌍생아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Jartti. 2002). 또한 이주기간에 따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

다 (Mooteri et al. 2004).

앞서 언급한대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며, 신체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설문조사와 같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형편이다(윤인진 외. 2005; 윤여상 외. 2005). 이들 연구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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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의식은 남한주민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답변자의 

49%, 반면 200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한 성인의 경우는 20%만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 본인 인지 만성질병의 패턴은 소화기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당뇨병이나 고협압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인지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심장병의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본인인

지 비율이므로 실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주민과 난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성, 연령, 거주기간 및 세대,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동

화 수준과 방식, 사회적 지지, 실업, 소득 및 사회경제적 적응 수준 등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영양상태와 제 3국 체류에서의 경험이 현

재 건강상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화적응의 정도가 질

병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Diez et al. 2005; Lee et al. 

2000; Hazuda et al. 1988), 미국에 이주한 아랍인에 있어 미국 문화로의 동화 정도가 

낮을수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증가됨이 보고되었다(Jaber et al. 2003). 이는 기존의 이

주민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로 서구화된 생활습관으로의 적응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 건강식의 실천, 규칙적인 운동 등 -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또한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이주 초기에 이민자나 난민들이 많은 건강상 문제를 가

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건강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Vergara et al. 2003).

Ⅳ. 연구 방법

1. 대상 선정(Subjectrecruitment)

대상자 모집과 조사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격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하였다. 서울시는 남한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30%) 최대한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3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이 연구의 관심 건강 결과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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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질환이나 대사질환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기관인 서울북부 하나센

터의 협조를 받았다. 하나센터의 인터넷게시판과 연락망을 통해 서울시 북동부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매월 한번씩 건강설문과 건강 검진이 있음을 공지하였고 이

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 연구 과정(Survey process)

2008년 10월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매월 모집된 북한이탈주민를 대상으로 

다양한 항목의 건강설문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다. 2010년 12월까지 총 33회 조사가 

이루어졌고 1회 평균 약 16.3명이 참여하여 총 539명이 조사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정

확한 혈액검사를 위해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도록 지도 받았다. 약 30분간 39 항

목의 자기-기입식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완료자는 8개의 검진 항목

을 특별한 순서 없이 수검하게 하였다. 모든 검사가 끝난 대상자는 설문내용을 바탕으

로 탈북 의사와 건강상담 및 설문검토를 하게 하였다. 

3. 설문 개발(Questionnaire development)

기존의 여러 탈북자 관련 설문과 남한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여섯 영역의 설문을 개발하였다(Table 1); 1)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질병력(disease history), 3) 정신건강(mental health status), 4) 

건강관련 생활습관(health-related life styles), 5) 여성관련 건강지표(women-specific 

health conditions), 6) 차별 및 적응(discrimination and adaptation). 

4. 검진(Medical examination)

검진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1) 신체 계측(anthropometric measure-

ment), 2) 혈압 및 맥박(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3) 혈액검사(blood test), 

4) 소변검사(urine test), 5) 동맥경화검사(atherosclerosis test) 6) 갑상선 초음파검사

(thyroid sonogram) 7) 골 도검사(bone densitometer) 8) 내시경 검사(gastro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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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사는 모든 대상에게 시행되었으나, 내시경의 경우에는 원하는 대상에게서만 

선택적으로 검사하였다.

5. 대상자 인터뷰(In-person interview by a North Korean doctor)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설문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이들의 보고 

내용에 대한 타당도(validity) 및 충실성(completeness)에 대해서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탈북자와 동일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 의사를 

채용하여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대상자와 건강 상담을 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면접자는 대상자가 작성한 설문 내용을 점검하고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대상자

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다시 답변하게 함으로써 보고의 타당도와 충실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6. 본 발표에서 조사 결과 제시 방법

연구 대상자의 성비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모든 기본 특성을 성별을 구

분하여 나타냈다. 먼저 설문으로 파악된 질병력과 정신건강상태, 생활습관, 여성건강 

등은 한 표로써 제시하였다. 질병력은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대표적인 생활습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함께 기존 탈북자 연구에서 여러 차례 문제 질병으

로 보고된 B형 간염과 결핵, 빈혈의 유병률을 제시하였다. CES-D로 평가한 우울정도

와 PWI-SF로 측정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있음’ 과 

‘없음’으로 나타냈다. 실측된 건강검진 결과는 남한사람의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자료인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제시하였다. 

키와 몸무게, BMI, 복부둘레 등의 신체계측치는 연령그룹과 성별로 대상자와 남한사

람을 비교하여 각 항목의 측정 단위로 두 그룹 사이의 차이(gap)를 나타냈다. 혈압과 

혈액검사, 동맥경화검사 결과는 student’s t-test를 통해 대상자와 남한 사람과의 차

이를 평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수가 매우 많아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의 성과 연령을 매칭한 4배수를 국민건강영양조

사 대상자에서 랜덤 샘플링하여 비교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Stata 11(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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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TX: Stata Press)를 사용하였다.

Ⅴ. 결과

본 발표에서는 2010년 8월까지 26회 검진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분석(interim 

analysis)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소개 논문이 조만간 출간 예정이므로 이중 출판

(duplication)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table 2-1에 나타냈다. 전체 385명 중 남자가 101명, 여

자가 284명이었다. 평균연령은 여자가 43.0세, 남자가 47.5세였으나 연령대로는 30대

가 가장 많았다. 남녀모두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과 육

체노동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70%이상이 기혼자였다. 남한에서 남자는 평균 41.6개월, 

여자는 37.1개월을 거주했으나 남녀모두 1년이 안된 사람도 전체의 25%에 해당되었

다. 북한 탈출 후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보면, 남자의 절반 이상이 탈출 후 1년 이내에 

남한에 들어온 데 비해 여자는 절반이 4년 이상 3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기

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두 배 많은 47개월이었다. 조사된 탈북 대상자 수 385명은 

남한 내 전체 30세 이상 탈북자의 약 4%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은 남한 내 전체 탈북자의 특성과 대체로 일치하였다(Table 2-2). 특히 성비와 연령

분포, 출신지역 등에 대해서는 전체 탈북자와 대상자가 거의 일치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탈북자 집단이 인구학적으로 매우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준다.

2. 설문 결과

설문을 통해 파악된 대상자의 주요 건강항목 결과를 Table 3에 정리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의 유병률은 남성에서 각각 20.8%, 13.9%, 5.0%였고 이것은 여성보

다 2-3배 높았다. 건강관련 생활습관에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대부분

이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이면서(88.5%) 현재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86.0%) 반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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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대부분은(93.3%) 평생 비흡연자였고 절반 정도는(43.2%) 음주를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빈도가 남녀 공히 60% 내외에 달했다

(table 4). 우울증척도에서는 남성의 약 절반이, 여성은 이보다 높은 63.8%에서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고 심한(severe) 스트레스 강도를 남녀 모두 40% 정도에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여성 대상자의 32.6%가 폐경 후 상태였고 평균 초경

연령은 17.0세로 나타났다(table 6).

3. 신체계측

대상자의 체격조건을 남한사람과 비교하여table 7에 나타냈다. 지방분율과 여성에

서의 복부둘레를 제외하고 키, 몸무게, BMI 등의 신체 계측치가 남한사람에 비해 작

았다. 특히 젊은 연령대의 대상자일수록 남한사람에 비해 키와 몸무게가 작아졌으며, 

특히 30대 남성 대상자의 키와 체중은 30대 남한 남성과 각각 6.4cm, 10kg 의 차이가 

있었다.

4. 검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남한 남성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비슷했

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보다 수축

기, 이완기 혈압 모두 높게 측정되었으나 그 외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등은 남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보다 낮았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남녀 모두 

북한이탈주민에서 낮았다. 빈혈과 관련된 헤모글로빈은 남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보다 낮았으나 여성에서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여자보다 높았다

(Table 8). 마지막으로 남한에 정착 이후 대사증후군의 발병에 기여하는 인자를 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거주 기간은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남한 정착 이후 5% 이상 체중

이 증가한 대상은(전체의 24.4%) 체중이 증가하지 않은 대상에(전체의 16.6%) 비하

여 나이와 성별, 흡연, 음주, 운동, 소득, 교육수준, 3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도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7.89배(95% CI 2.18-28.55, p-value 0.00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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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복부 비만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한 사람에 못지 않았고, 특히 남한에 정착한 이후 체중증가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남

화화가 이루어질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대사증후군이 당뇨

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대사증후군 유병 규

모는 머지 않은 시기에 이로 인한 당뇨병의 급격한 증가를 예견하게 한다. 특히 1990년

대 극심한 기아로 경험한 30-40대의 경우 향후 생활습관병 증가의 핵으로 등장할 가

능성이 있다. 당뇨병은 빈곤을 경험한 세대에서 갑작스런 풍요가 닥칠 때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향후 남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습관

병 유병 규모를 줄이기 위한 관계 당국와 보건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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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Subject recruitment

Recruitment announcement by telephone and internet through HANA center monthly

Eligibility: aged 30 or more living in Seoul

⇩

Identified averaged 15.7 subjects monthly

⇩

Obtained informed consent from all subjects

Survey process

Instructed all subjects to fast at least 8 hours

⇩

39-ite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

Medical examination

⇩

In-person interview by a North Korean doctor

<Figure 1> Subject recruitment and survey process

Table 1. Measurements of this study

Measurement Description

Questionnai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level in NK, main job in both NK and 

SK, marital status in both NK and SK, current income level, 

resident area in NK, date of escape, date of arrival at SK, 

Disease history Diseases diagnosed by medical doctor in both NK and SK

Health-related life style Smoking, alcohol drinking, exercising, health check-up taking, 

nutritional supplements intake

Mental health Depression, psychological stress, suicide trial, suicide ideation

Women-specific conditions Menstruation status, pregnancy and delive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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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N=101) Women(N=284)

N % N %

Age     

Mean(SD) 47.5(12.4) 43.0(10.9)

30-39 33 32.7 131 46.1

40-49 31 30.7 84 29.6

50-59 14 13.9 33 11.6

60- 23 22.8 36 12.7

     

Education in North Korea     

High school or less 47 51.1 148 55.4

Higher specialized school 19 20.7  70 26.2

College or more 26 28.3  49 18.4

     

Occupation in North Korea     

Manual worker 46 47.9 116 42.2

Farmer 2  2.1  15  5.5

Office worker 16 16.7  36 13.1

Soldier 7  7.3   4  1.5

Measurement Description

Medical examination  

Anthropometric measurements Height, weight, body composition analysis,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Blood test Complete blood cell count, liver and renal function, glucose, 

insulin, thyroid hormones, lipid profile, other metabolic tests

Urine test RBC, WBC, protein, bacteria

Test for atherosclerosis Pulse wave velocity at both brachial arterys 

Ultrasonograph for thyroid gland

Bone density At the heel by ultrasound

Gastroendoscopy

Table 2-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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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N=101) Women(N=284)

N % N %

Teacher 4  4.2  12  4.4

Student 0  0.0   7  2.6

Professional 16 16.7  32 11.6

Unemployed 3  3.1  24  8.7

Others 2  2.1  29 10.6

     

Marital status in North Korea     

Married 77 79.4 187 71.4

Unmarried 20 20.6  75 28.6

     

Residence in North Korea     

Urban 61 66.3 165 64.2

Rural 31 33.7  92 35.8

     

Monthly family income in South Korea 

(10,000won)
    

< 50 9 13.9  47 26.0

50-99

≥ 100

25

31

38.5

47.7

 68

 66

37.6

36.5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months)     

Mean(SD) 41.6(36.0) 37.1(29.8)

< 12 24 24.0  73 26.3

12-24 16 16.0  39 14.0

24-48 23 23.0  79 28.4

≥ 48 37 37.0  87 31.3

     

Length of stay in third country(months)     

Mean(SD) 23.9(31.9) 47.4(42.4)

< 12 55 55.0  84 30.4

12-24 14 14.0  18  6.5

24-48 12 12.0  44 15.9

≥ 48 19 19.0 130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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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emographics of study subjects and total NK refugees in SK

 Study subjects(N=385)
Total refugees in 

SK(N=18,339)

 N % N %

Gender     

Men 101 26.2  5,853 32.0

Women 284 73.8 12,486 68.0

     

Age     

30-39 164 42.6  5,996 57.5

40-49 115 29.9  2,759 26.5

50-59  47 12.2   834  8.0

60-  59 15.3   838  8.0

     

Education in NK     

High school or less 195 54.3 14,681 80.1

Higher specialized school  89 24.8  1,643  9.0

College or more  75 20.9  1,376  7.5

     

Occupation in NK     

Manual worker(including farmers) 179 48.3  7,147 39.0

Professional  64 15.9   395  2.0

Office worker  52 14.0   

Soldier  11  3.0   557  3.0

Others(unemployment, student, housewife etc.)  65 17.5  9,017 49.0

     

Residence in NK     

Ham-gyeong province 292 77.9  78.0

Others  83 22.1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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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N=101) Women(N=284)

 N % N %

Cardiovascular & endocrine diseases     

Hypertension 21 20.8  28  9.9

Hyperlipidemia 14 13.9  14  4.9

Stroke  5  5.0   9  3.2

Ischemic heart disease  4  4.0  22  7.7

Diabetes mellitus  6  5.9   6  2.1

Thyroidal disorder  2  2.0  29 10.2

     

Respiratory diseases     

Tuberculosis 10  9.9  23  8.1

Asthma 15 14.9  17  6.0

COPD 13 12.9  18  6.3

Bronchiectasis 11 10.9  10  3.5

Allergic rhinitis 12 11.9  32 11.3

     

Gastroenterologic diseases     

Gastric ulcer 23 22.8  45 15.9

Hepatitis B 20 19.8  40 14.1

Hepatitis C  0  0.0   1  0.4

Liver cirrhosis  6  5.9   4  1.4

Hemorrhoids 18 17.8  66 23.2

     

Musculoskeletal diseases     

Osteoarthritis 20 19.8  68 23.9

Rheumatoid arthritis  8  7.9  47 16.6

Osteoporosis  2  2.0  17  6.0

Rickets 30 29.7  65 22.9

     

Communicable diseases     

Typhoid fever  4 4.0  13  4.6

Cholera  0 0.0   6  2.1

Malaria  0 0.0   5  1.8

Syphilis  0 0.0   2  0.7

Table 3. Disease history by self-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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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N=101) Women(N=284)

 N % N %

Others     

Malignancy  3  3.0   6  2.1

Renal failure  2  2.0   6  2.1

Anemia 23 22.8 107 37.8

Atopic dermatitis  8  7.9  15  5.3

Depression 10  9.9  69 24.5

Table 4. Health-related life style by sex

 Men(N=101) Women(N=284)

 N % N %

Smoking status

Non-smoker 11 11.5 208 93.3

Ex-smoker 34 35.4  12  5.4

Current smoker 51 53.1   3  1.4

    

Alcohol drinking frequency    

None 13 14.0  99 43.2

≤ 1/wk 42 45.2 110 48.0

≥ 2/wk 38 40.9  20  8.7

    

Exercise frequency   

None 46 59.7 152 69.1

≤ 2/wk  9 11.7  30 13.6

≥ 3/wk 22 28.6  38 17.3

    

Taking health examination    

Yes 39 43.3 125 48.5

No 51 56.7 133 51.6

    

Nutrient intake    

Yes 12 13.0  79 30.9

No 80 87.0 177 69.1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Yes 12 12.9  64 25.0

No 81 87.1 192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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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ntal Health

 Men Women

 N % N %

Suicide ideation N=94 N=259

Yes 16 17.0  78 30.1

No 78 83.0 181 69.9

     

Suicide trial N=87 N=250

Yes  4  4.6  28 11.2

No 83 94.4 222 88.8

     

Depression scale N=61 N=188

Major 16 26.2  81 43.1

Minor 14 23.0  39 20.7

Normal 31 50.8  68 36.2

     

Stress scale N=64 N=206

Severe 25 39.1  87 42.2

Intermediate 33 51.6 105 51.1

Normal  6  9.4  14  6.8

Table 6. Women- specific conditions

 N %

Menstrual state   

Premenopausal 180 67.4

Postmenopausal  86 32.6

Age at menarche (mean±SD) 17.0±4.0 (N=229)  

Age at menopause (mean±SD) 46.8±5.2 (N=79)  

   

Pregnancy and delivery   

Ever been pregnant 255 94.8

Never been pregnant  14  5.2

# of pregnancies (mean±SD) 3.1±1.5 (N=240)  

# of deliveries(mean±SD) 2.1±1.1 (N=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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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between study subjects and 

South Koreans by age groups

 Study subjects South Koreans

 Men(N=95) Women(N=282) Men(N=2360) Women(N=3200)

Height(cm)     

30-39 166.3 154.7 172.7(0.27) 159.8(0.20)

40-49 167.3 153.8 169.8(0.25) 157.4(0.19)

50-59 165.1 153.4 167.9(0.27) 155.2(0.27)

60- 164.8 153.4 165.3(0.30) 153.8(0.24)

     

Body weight(kg)     

30-39  62.4  51.4  72.5(0.49)  57.0(0.32)

40-49  66.1  55.5  70.3(0.40)  58.1(0.33)

50-59  62.9  55.3  68.6(0.48)  58.2(0.39)

60-  61.0  56.5  64.5(0.59)  58.2(0.39)

     

BMI     

30-39  22.6  21.5  24.3(0.13)  22.3(0.13)

40-49  23.6  23.5  24.4(0.13)  23.4(0.13)

50-59  23.0  23.5  24.3(0.15)  24.2(0.15)

60-  23.0  24.0  23.6(0.18)  24.6(0.17)

     

Body fat percentage(%)    

30-39  18.8  29.8  21.0(0.39)  30.8(0.36)

40-49  22.9  33.2  20.8(0.38)  31.8(0.30)

50-59  23.8  35.2  20.7(0.49)  33.4(0.38)

60-  25.9  35.5  21.7(0.54)  33.7(0.35)

     

Abdominal

circumference(cm)
   

30-39  77.6  74.0  84.0(0.40)  75.4(0.42)

40-49  82.8  80.8  85.0(0.34)  78.1(0.38)

50-59  83.5  82.7  86.3(0.42)  81.7(0.48)

60-  85.5  85.5  85.7(0.58)  84.7(0.49)

† Mean ± SD for subjects, mean ± SE for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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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between study subjects and 

South Koreans 

 Men Women

 Subjects(N=95) South(N=2360) p-value¶  Subjects(N=282) South(N=3200) p-value¶

Height 166.1(7.1) 169.1(6.8) <0.001  154.1(5.2) 156.2(6.7) <0.001

Weight  63.3(9.2)   68.5(10.8) <0.001   53.7(7.4)  57.0(8.9) <0.001

BMI  23.1(2.7)  23.9(3.1) 0.01   22.6(2.8)  23.4(3.4) 0.01

AC  81.8(7.6)  84.5(8.9) 0.003   78.5(8.3)  80.5(9.6) 0.003

† Mean ± SD
¶ t-test

Table 8. Comparison of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diseases from medical 

measurements between subjects and South Koreans

 North men(N=95) South men(N=2835)

 % 95% CI % 95% CI

Hypertension 33.0 24.0-42.0 24.9 23.2-26.6

     

Diabetes mellitus  4.3  1.0-7.6  9.7  8.5-10.8

     

Dyslipidemia     

Hypercholesterolemia 10.0  4.9-15.0  8.8  7.6-10.8

Hypertriglyceridemia 11.6  6.2-16.9 22.7 20.6-24.9

Hypo-HDL-cholesterolemia 26.1 17.2-34.9 21.1 19.4-22.9

     

Anemia 16.5  9.0-23.9  2.2  1.6-2.7

     

Obesity 24.6 16.1-33.0 34.8 32.8-36.7

     

Metabolic syndrome 18.4 10.5-26.3 23.4 21.7-25.1

Abdominal obesity 14.4  7.3-21.5 25.3 23.6-27.0

Blood Pressure ≥ 130/85 45.1 35.5-54.7 30.3 28.5-32.0

FBG ≥ 100 23.7 15.4-31.9 32.3 30.5-34.1

TG ≥ 150 23.1 14.6-31.6 38.3 36.4-40.3

Low HDL 26.1 17.2-34.9 21.7 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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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women(N=283)  South women(N=3957)

% 95% CI % 95% CI

Hypertension 16.0 11.5-20.5 18.5 17.3-19.7

     

Diabetes mellitus 2.5 0.6-4.5 6.7 5.8-7.5

     

Dyslipidemia     

Hypercholesterolemia 7.4 4.0-10.7 10.4 9.4-11.5

Hypertriglyceridemia 10.9 7.0-14.8 9.8 8.6-11.0

Hypo-HDL-cholesterolemia 13.4 9.2-17.6 10.1 9.0-11.2

     

Anemia 10.6 7.1-14.0 13.7 12.5-15.0

     

Obesity 20.6 15.6-25.4 26.5 25.0-28.1

     

Metabolic syndrome 18.3 13.5-23.1 17.8 16.5-19.1

Abdominal obesity 23.0 18.1-28.0 24.9 23.5-26.3

Blood Pressure ≥ 130/85 26.0 20.8-31.2 17.8 16.6-19.0

FBG ≥ 100 21.0 16.0-25.9 22.3 20.0-23.7

TG ≥ 150 17.2 12.5-21.8 19.6 18.2-20.9

Low HDL 45.1 39.5-50.8 36.4 3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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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주민 신체건강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수경 (인하 학교 식품 양학과)

이민자집단의 건강상태변화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건강상태와 출국한 나라의 건

강상태의 차이정도에 따르며, 변화양상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 않을 수 도 있으며 다양

성을 띈다(Lee et al., 2000). 미국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Loue, 1998) 예

로 보더라도 고열량·고지방식이와 저활동으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이 자리 잡은 미국에

서 사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심장질환자가 늘어나고, 발생하는 암도 위암 등에서 대장암 

같은 고열량·고지방식이와 저활동과 관련된 암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건강

문제는 출국한 나라의 건강상태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건강상태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건강부분은 유지하고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매우 특이한 이민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

민과 유전자 등 생물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다른 이민자집단에 비해 언어 등의 

문화적 차이도 매우 작은 편이다. 반면 자본주의과 공산주의라는 다른 사회체제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차이는 크다고 하겠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일반적인 이민자집단이 누리지 못하는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을 결정하는 생활습관 등의 건강위험요소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건강상태와 건강습관이 좋지 않은 듯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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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다수(44.3%)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도 답하였고, 

대상자 중 35.9%만이 현재 앓고 있거나 치료 받은 질병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남

성 중 67.3%가 흡연자였는데 이는 한국 성인 남자 평균(47.7%, 2008년 국민건강영양

조사)과 비교하면 높은 흡연율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은 적절한 중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양한 건강문제

를 갖게 될 고위험군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에 극심한 영양불량을 겪었기에 현재 

살고 있는 남한의 생활환경이 비만,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이 점과 

연관하여 오늘 발표된 남한정착 후 체중증가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

민과 비교하여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7.89배나 된다는 고려대학교의 NORNS연

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남한의 고열량·고지방식이와 저활동을 유발하는 

생활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재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북한과 남한의 사회 환경과 건강상태의 차이를 이해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생활습

관 중 긍정적인 면(예, 높은 활동정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부정적인 

생활습관(예, 높은 흡연률)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할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의 

생활이 제공하는 건강에 긍정적인 면 (예, 풍부한 식품환경)은 최대한 누리면서, 반대

로 부정적인 면(예, 고열량·고지방식이)은 습득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를 고민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도 잊지 않아야겠다. 이 연령

대는 성인에 비하여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사회의 동량이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 남한 입국 후 불과 평균 2년의 거주기간만에 북한이탈어린이들의 비만

율이 남한의 비슷한 연령대 어린이 비만율과 비슷해진 연구결과(Lee SK et al., 2010)

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주의가 요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건강중재

는 북한이탈주민을 방문팀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이해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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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하나센터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무

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아감에 있어서 중복이 아닌 시너지를 도

출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하고,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건강중재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현재,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고안하기에 필요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다. 고려대연구팀의 NORNS와 같은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데,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수준의 연구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얻기 불가능한 특수집단임을 생각해볼 때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

탈주민지원재단 연구센터에서 사회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패널연구를 통

하여 자료를 쌓아가고 있지만,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표

할 수 있고 중재프로그램 고안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국은 

전 국민에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대상이라는 점

을 생각해보면 부처 간 협력을 통한다면 큰 새로운 재원의 투입 없이도 훌륭한 코호트

(cohort)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나아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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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주민 신체건강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유원섭 (을지 학교 의과 학)

1. 북한이탈주민 의료이용 현황

○ 2011년 7월 현재 북한 이탈주민 수는 19,485명1)

○ 2010년 의료급여 1종 의료이용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13,601명

- 연간 진료비 163억원으로 그 중 입원 진료비는 69억원(42%)2), 1인당 연간진

료비3) 120만원

- 13,601명 중 3,563명(26.2%)가 1회 이상 입원하여 치료, 입원 치료 이용자 1인

당 연간 입원진료비는 192만원4)

○ 위의 의료이용에 관한 통계자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국민건

강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건강문제 유병률도 

높은 인구 집단임을 시사함.

1) 사망, 말소, 이민자, 주소 미등록자, 보호시설수용자는 제외(북한이탈주민현황, 통일부)

2) 2010년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입원진료비는 29% 차지(201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

험공단)

3) 진료실인원 기준, 2010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연간진료비는 96만원(201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4) 2009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11%가 1회 이상 입원 치료 이용하였으며, 입원 치료자 1인당 

연간 입원진료비는 231만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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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이탈주민들의 주요 건강문제

○ 전염성 질환

- B형 간염 항원 양성률: 2007년 남자 15.1%, 여자 8.5%로 남한 인구의 약 3배, 

최근 탈북자일수록 항원양성률은 감소 추세. 새터민 10명 중 1명은 B형 간염 

보균자로 파악됨.

- 2006년 새터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29%

에서 장내 기생충이 검출되었음(남한 3.5%의 8배). 

참고자료: 북한 콜드체인 유지 현황5)

- 대부분의 콜드체인 장비는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며, 관련 장비의 16%, 태양열 이용 

장비의 36%는 작동하지 않았음.

- 백신 운반을 위한 동력 활용 운송수단이 대부분 없고 콜드체인 장비의 85%가 온도계와 

전력안정기 등이 없었음.

○ 비전염성 질환

- 남한으로 이주하기 이전 위생, 영양 등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노출

과 이주 후 적절한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만성

적인 건강문제 발생과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새터민

들의 이주 직후 전반적인 건강실태와 지역사회 정착 후 건강실태에 대한 자료

는 공개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수집,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음.

3. 북한이탈주민 건강을 위한 제언

○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 직후부터 시작하여 정착이후에도 건강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고, 자신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

련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보완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정착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

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민

5) UNICEF가 2008년 5～9월 전국적인 콜드체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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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 지원단체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도 지원체계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근거한 개입의 결과는 미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주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신체적인 건강문제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

는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한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측면이며, 의료기관

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어려워 별도의 추

가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들은 건강문제의 필요가 높은 집단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우선

순위가 높은 이들이며, 그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더 높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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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 이탈 주민의 결핵 문제와 대책

조은희 (질병 리본부)

북한의 결핵 실태나 관리체제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1970년대 

국제회의에서의 발표된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면,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와 연계된 거의 완벽한 결핵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당시는 한국보다 

결핵 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었었다. 그러나 1995년과 96년의 연이은 대규모

의 홍수 피해로 경제가 파탄되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영양결핍과 의약품의 

부족, 그리고 결핵 등의 전염병을 예방, 관리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면서 결핵은 북

한 정부 당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된 보건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1997년도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결핵진단을 위한 기구나 시설 그리고 치료약제 

및 검사 시약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결핵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나 북한의 결핵관리체계는 이런 위험 상황에 대

처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북한 당국도 과거와는 달리 199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의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의 수많은 비정부기

구들도 민간차원에서의 북한 결핵 돕기 운동을 통하여 필수적인 결핵 약제와 각종 의

료기 자재를 공급하여 현재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의 하나인 결핵은 단순히 약제나 기자재의 공급만을 통해서 단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전국의 구석 구석을 종과 횡으로 연결하는 소

위 국가결핵관리라는 전염병관리 체계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해야만 관리

가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이다. 또한 결핵균의 성격상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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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해야만 치유가 가능한 만성감염병이기 때문에, 한번 가하기 시작한 결핵 문제

는 급성 전염병처럼 단기간에 혹은 대규모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아직 무너진 보건의료 체계나 전염병 관

리 체계가 제대로 복구되어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열악한　도로 시설과 대

중 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약제 공급의 불균형은 그 나마 결핵 문제의 해결을 더

욱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결핵실태를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나, 세계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WHO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발생률은 0.178%로  

세계평균 0.139%·남한 0.088% 보다 높으며 탈북자 대상 결핵보유자 비율은 2.222%

로 확인(2005년 기준)되었다. 또한 북한의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990년 431명

에서 2006년에 180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률도 59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하였고, 다약

제내성 결핵 (MDR-TB) 신환자는 2006년 3.7%, 재치료 환자의 경우 22%라고 보고

하고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김일성사망 및 1990년 후반의 연속된 재해로 인한 식량

난 등 북한의 체제유지에 근간이 되는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주민들의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가 파탄되

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봐서 이 

들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함께 기존 의료 체계의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감염되거나 발병할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속해있

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결핵으로 발병하여도 생존을 위한 도피 생활로 인한 육체적‧경

제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 3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들의 현황을 보면 1999년 148명 입국하여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인원이 

백명을 넘었고, 2010년 11월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2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입국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인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대의 경비강화로 탈출하는 인원은 감소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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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약제내

성결핵도 함께 유입되는 문제점이 초래된다.

결핵은 초치료 환자인 경우에도 최소 6개월 동안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야만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데, 이탈주민들이 속한 특수 환경 때문에 적절한 치

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치료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들이 남한 사회로 

정착할 때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도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문제

가 초래된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이탈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결핵에 관

한 철저한 검진(screening)과 문진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환자나 새로이 발견되는 환

자에 대하여는 약제내성 유무에 대한 검사와 함께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

시에 환자가 치료를 종결하여 완치될 때까지 철저한 환자 관리가 수행되는 그러한 체

계와 2011년 부터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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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과 안정적 정착

-지속적으로 방치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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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표



96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Ⅱ-1 이주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과 안정적 정착 : 지속적으로 방치된 분야  97



98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Ⅱ-1 이주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과 안정적 정착 : 지속적으로 방치된 분야  99



100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Ⅱ-1 이주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과 안정적 정착 : 지속적으로 방치된 분야  101



102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Ⅱ-1 이주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과 안정적 정착 : 지속적으로 방치된 분야  103





Ⅱ-2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실태  105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실태

권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이다.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8%까지 이르며, 이 가운데는 산부인과적 질병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입소 전 결핵, B형 간염, 매독, AIDS 등

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상 양성자에 한하여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간단한 혈액 검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 특성상 산부인과 진료는 

하나원 입소 후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년 7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남한으로의 북한이탈주민의 점차적 증가로 인해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부인과적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혈액검

사로는 알 수 없는 무증상의 산부인과적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

2007년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진료 및 치료를 하면서 임상에서 보아왔던 

기타 경험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제 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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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제공, 윤재영 하나의원 내과)

<그림 1>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황(2010년1월)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년
( ) 합계 

1월말

합계 1,990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52 198 18,207

남 1,392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79 48 5,834 

여 598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73 150 12,373

여성비율 30% 55% 63% 67% 69% 75% 78% 78% 77% 76% 68% 

(하나원 제공, 전정희)

표 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진료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외래 입원 수술 외래 입원 수술 외래 입원 수술 외래 입원 수술 외래 입원 수술

내과 722 29 - 537 31 - 788 17 - 547 33 - 2,594 110 -

외과 96 36 28 107 27 25 72 16 18 77 18 10 352 97 81

산부인과 1,292 66 59 1,606 93 84 818 50 43 579 93 27 4,295 302 213

소아 청소년과 45 6 - 125 13 - 118 33 - 104 29 - 392 81 -

정형외과 140 3 3 188 17 12 193 12 13 182 14 5 703 46 33

신경외과 28 - - 13 2 - 4 1 1 - - 45 3 1

비뇨기과 110 3 - 120 2 1 53 2 1 70 1 1 353 8 3

안과 24 - 1 68 1 5 19 - - - - - 111 1 6

이비인후과 81 1 1 116 - - 120 19 10 173 22 4 490 42 15

신경과 - - - - - - 13 - - 54 7 - 67 7 -

응 실 31 - - 34 - - 74 - - 56 - - 195 - -

계 2,569 144 92 2,914 186 127 2,272 150 86 1,842 217 47 9,597 697 35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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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성으로서의 질환

산부인과적 여성 질환은 출산을 포함한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이형증, 고위험산모관리가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탈북 여성에게는 질염 

및 만성 골반염의문제가 흔히 발견된다. 문진 과정에서 이들은 많은 수에서 탈북 전 

북한에서 루프를(loop, 고리로 표현) 착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20년 이상 착용하는경우

도있었다. 탈북 후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체류과정 중 비용문제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관이나 비 의료인에게 루프시술을 받고 있다고 한다. 루프착용 후에는 관리를 전혀 

한적이 없으며, 영구적 시술로 잘못 알고 있다.

또한,이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적 염증성 질환을 원래 그러려니 하며 

장시간 방치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특성상 민감한 부분으로 인해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내외과나 정신과적 질환에 

비해 관심도가 적어 간과되는 경우도 흔하다.

1. 골반염 및 질염과 연관된 균주

골반염은하부생식계로부터 미생물의 상행전파에 의해 상부생식계로의 염증을 보이

는 질환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염, 난관염, 난소염, 난소주위염, 

난소농양, 간주위염, 복막내골반염 등을 총칭한다. 골반염 및 질염과 관련된 균주는복

합균 감염에 의해 생기며 임질, 클라미이아, 마이코플라즈마, 방사선균증, 결핵과 같은 

복합균감염과관련이 깊다.

1) 임균 감염 N. gonorrhoeae

임질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고전적인 성 매개질환으로 성병중 가장 흔한 질환

이다. 1990년대 들어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최근의 감소추세는 AIDS에 대한 

공포로 행동양식의 변화도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질에 감염된 여성은 남

성보다 증상의 평가가 어려운데 이는 비뇨생식기의 다른 감염과 혼동이 쉽기 때문이

며 무증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합병증으로는 불임에 이르는 골반염, 만성 골반통, 

자궁외 임신 등이 있다. 그러나 임질의 빈도를 조직적으로 보고하는 국가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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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주 드물지만 유병율은 캄보디아나 파파뉴기니아 등에서는 3%까지도 보고되나 

일반적으로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클라미디아 감염 C. trachomatis

클라미디아 감염은 가장 흔한 성병중의 하나로서 성인남녀는 물론 신생아 및 어린

아이도 감염될 수 있으며 여성 생식기 감염시 상부 생식기로 전염되어 불임 및 자궁외 

임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산모 감염시에는 임신경과 및 예후, 태아상태에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클라미디아 감염은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빈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WHO에 의하면 클라미디아는 매년 5,0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의 20～

40%가 클라미디아에 노출되어 클라미디아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미디아 감염은 임산부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낮게는 2.7%에서 높게는 17%에 육박한다고 보고된다.

 

3)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Mycoplasma 

1937년 처음 분리되어 보고되었으며, 남성의 비뇨생식기의 문제 및 여성의 생식기 

질환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Mycoplasma 생식기 감염은 성교감

염성 질환(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임질이

나 매독 등 기존 성병이나 클라미디아 (Chlamydia trachomatis) 감염 못지 않은 중요

성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논문에서도 이 균주가비임균성 요도염, 불임,골반염, 습관성 유산, 저체중아 

출산 및 양막염, 산욕기 발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 Actinomycosis (방사선균증)

골반 방선균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 화농성 및 육아종성 염증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그람양성 혐기성 세균으로 방선균은 병소에 섬유조직의 증식, 농양 및 누공 등이 

동반될 수 있는 세포병리학적 검사에서 특징적인 황 과립(sulfar granule)을 나타내는 

세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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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피임장치의 사용의 증가에 따라 골반방선균증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이다.

5) 결핵 Tuberculosis

결핵성복막염은 결핵의 드문 임상형태 중 하나로, 감염과 관련한 초기증상이 특징적

이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복수와 CA 125 증가, 초음파나 CT에서 복막비후, 복강 내 종양의 소견 등 임상양상

이 난소암과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핵성복막염과 난소암의 감별진단에 어려움

이 있다.

 

2. 여성종양

1)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궁근

종은 부인과 수술 중에서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중년 여성의 70%이상은 근종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 약 40%는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대개 30대 후반에

서 갱년기가 오는 50대 초반에 걸쳐 발병하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서도 점차 많이 생기

고 있다. 자궁을 이루는 근육층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뭉쳐서 근육덩어리를 이루게되

며 이것으로 인하여 자궁이 켜지는 것으로 크기는 다양하여 콩알만한 크기에서 애기 

머리만큼 켜질 수도 있다. 폐경기 이후 오래된 자궁근종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육종이

라는 악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난소낭종

난소에 생기는 종양으로 양성부터 악성까지 다양하며, 수술을 하여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진을 하기 힘들다. 난소낭종의 진단과 추적 관찰에는 처음 초음파검

사를하며, 그 성상 및 크기, 격벽 유무 등에 따라 기능성 난소낭종을 다른 종양과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는 있다. 악성 난소 종양의 경우에는 그 종양의 크기가 크고, 고형성분, 

격벽, 유두 상돌기 등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기능성낭종의 성상이 모호할 

때도 있고, 장액성낭샘종(serous cystadenoma), 점액성낭샘종(mucniouscystadenoma)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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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궁내막종(endometrioma)의 성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추가적인 검사로 종양표지자인 CA-125,CA-19-9, CA-15-3 등이 있으며, 악성 종

양 및 양성 난소낭종을 갖는 환자의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기능성 난소낭종

의 감별진단에이용될 수 있다.

3) 자궁경부이형증 및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유방암에 이어 여성에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중 2번째로 

흔한암이다.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자궁경부 이형증의 조기 발견은 자궁경부암 예방

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부인암 등록사업에 따른 2003년 한국부인암 등록사업 조사보고서에 따

르면 2000년 2,899명의 새로운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여 1995년 이후로 꾸준히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부인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진단을 위해 1943년 George Papanicolau가 자궁경부세포진검사(Papanicolaucervical 

cytology test, PAP smear)를 도입한 이래 발병률과 사망률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데

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세포진 검사의 높은 위음성률을 보정하기 위해 HPVDNA 검

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American Society for Colposcopy and CervicalPathology 

(ASCCP)의 임상 지침에 따르면 미확정비정형편평세포(Atypical squamous cells 

ofundetermined significance, ASCUS)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세포진 검사나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HPV)DNA 검사, 또는 질확대경하조직

검사(colposcopy directed punch biopsy)가 권고되고 있으며, Atypical squamous cells 

cannotexclude HSIL (ASC-H)와 저등급상피 내 병변(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LSIL)의 환자는 모두 질 확대경하조직검사를 받도록 권고되고 있다.

3. 임산부

입소기간의 특성상 산전 진찰 및 처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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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내분비 질환 및 불임

역시, 입소기간의 특성상 퇴소 후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있다.

Ⅱ. 사회문화적인 차이

진료 중 환자와의 대화에서 오랫동안 남과북이 분단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언어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관

련용어의 엇박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단의 지연과환자들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치료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동안 유행했던 북한 용

어집이 떠오르게 된다.

난소낭종, 자궁근종, 악성종양 등과 같은 종괴 - 알

루프 등 자궁내 장치 - 고리

이주(2주)전부터 아팠어요 - 두 주전부터 아팠어요

이상 없습니까?–일 없습니까?

다섯 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 5번 버스 타고 왔습니다

Ⅲ. 기타 문제점

이들은 만성적인 질환 유병률과 진단명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남한의 보건의료

체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치료의 행태도 자가진단, 자가치료, 

민간요법을 맹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문제점으로 성접촉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인식부족도 들 수 있다. 입국 전 북

한이탈여성의 성문화나 여성생활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없어 올바른 성교육과 자기 

관리법을 교육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전문적인 상담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일례로 매독의 비율이 높음을 보면 간접적으로 성접촉과 관련된 질환이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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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데 여성 위생 상태에 대해 인식이 저조한 현실이다.

심평원에서모든 질환을 내국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특정 검사나 치료에의료보

험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일부 있다. 검사 필요성이 

있어도 비보험으로 하여야 하며 삭감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과, 검사나 치료시 하

나원이나 지자체에 의료비가 전가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입소기간과 

함께 상대적인 고가의 비보험 항목 및 균 배양기간으로 인해 적극적인 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임상적으로 특정 질환이 강력히 추정이 되도 항생제 사용건에 삭감이 

되어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없다.

일부 탈북여성의 문제로는 남한의 사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수술이나 치료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통상적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원 수료 중 수술 및 치료 등을 거부하고, 퇴소 

후 보험 가입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치료를 시행, 본인이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보험회사에 본인의 

불리한 진료기록을 제공해서 보험금 수령을 못하였다고 병원에 불평하고 책임지라고 

항의를 하기도 한다. 일부는 보호자라는 사람들이(브로커?) 방문하여 의무기록 말소 

및 진료기록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굳이 3차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도 될 경우의 질환

에도 일부의 환자들은 퇴소 후 병원 방문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불필요한 3차 의료기관 이용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입원 치료 중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며 종합검진 수준의 진료를 요구하기도 하며, 

입원 중 무단이탈 후 병원복귀, 노동력 상실이 전혀 없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애진단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들 진술에 의하면 지역기관 담당자가 진

단서만 받아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다. 각 지역마다 북

한이탈주민들의 지원이나 자격요건이 규격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안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특히 전염성 질환의 적극적 관리 및 예방은 북한이탈여성 

본인들의건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전염성 질환 관리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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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부처의 지원 및 이해가 필요하며, 특수한 상황이지만 질병치료 및 수술환자에 대

해교육과정과기간의 수정, 치료기간 공백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도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발 더 나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잠재적인 범죄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인 개선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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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 이탈 여성의 산부인과적인 건강 문제

코틀랜드 로빈슨 (존스홉킨스 학교 보건 학원) 

1. 사회 환경 상의 문제 

북한 경제가 어려움이 빠진 1990년대 북한의 보건 제도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할 수는 있었지만, 약이나 주사가 없어 치료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었고,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산후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 전반적인 쇠약증, 무기력증, 기본적인 체력 부실 등의 보건 문제

가 나타났고, 이것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여성들이 단순 노동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이주와 적응 과정에서의 문제 

북으로 송환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 가는 경우 또는 단기간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해 애쓰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심

각한 문제는 생리 불순이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으로 인해 난소 질환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기능성 자궁 출혈을 겪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 여성들은 생리불순의 원인

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생리불순이 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

워하거나 걱정하게 된다. 북한이탈 여성의 30%에서 발견된 빈혈의 경우, 영양 결핍이 

빈혈로 이어지는 경우 보다 극도로 불안한 생활 때문에 기능성 자궁 출혈이 오고 이로 

인해 빈혈에 걸린 경우가 더 많다.



116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3.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질환 

￭ 질염 

북한이탈 여성들이 질염을 앓는 주된 원인은 자궁 내에 설치한 피임 장치와, 잦은 

성 생활, 그리고 불결한 위생상태 때문이다. 특히 자궁내 피임 장치 (IUD) 사용율은 

40-65%나 될 정도로 높다. 북한에서는 IUD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설치를 해 주지도 않는다. 또한 한번 설치한 후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질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원 산

부인과에서는 환자들 중 80-90% 가 질염에 걸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이탈 여성 환자들은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병이나 치료과정도 잘 

모른다. 산부인과 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의

사소통의 문제나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권민수, 2010). 질염의 종류에

는 캔디다 효모 곰팡이 (candida yeast fungus)가 유발하는 진균성 질염, 세균성 질염 

(vaginosis), protozoa trichomonas vaginalis 가 유발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이 있

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경우, 환자와 성접촉을 가진 사람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북한이탈여성의 생리 불순 문제 

북한이탈여성에게는 생리불순, 생리통, 조기 폐경, 2차적 무월경이 많다. 그 중에서

도 2차적 무월경은 한국에 도착한 후 3-6개월 동안 또는 1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

다. 2차적 무월경의 원인은 북한을 벗어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불량이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주 과정 중에 겪은 어려움 때문에 유

발되는 것으로 불안이나 우울증, 적응 장애의 형대로 나타난다. 북한에 사는 동안 식단

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영양상의 문제를 겪기도 하며, 가임 여성이 영양 결핍을 겪을 

경우, 조기 폐경이나 월경불순이 찾아올 수 있다. 

￭ 만성 자궁염증 질환 

대부분의 북한이탈 여성들은 만성적 자궁 염증 질환을 앓고 있다. 만성적 자궁 염증 

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어 유발되며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난소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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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염, 난관 난소 농양과 같은 복막 염증는 이 모두 포함된다. 만성적 자궁 염증 질환

의 경우 아랫 배에 가스가 차서 대장 운동이 어려워져 만성 변비를 앓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또한 자궁통, 하복부 통증, 질 분비물의 변화, 오심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기

도 한다. 또한 나팔관의 개통 문제 때문에 불임이 유발되기도 한다. 북한에 사는 동안 

또는 북한을 떠나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피임을 위해 IUD 를 삽입한 경우 이 장치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 방치된 장치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만성 염증으로 진단을 

받은 여성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긴장되고 억압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전반적인 건강이 쇠약해진 상황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복부 통증

을 호소하는 북한이탈 여성의 경우 진단 결과 대부분이 골반 염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궁 경부암 

자궁 경부암은 자궁 경부나 경부 부근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산부인과적인 검사 

(screening tests)를 통해 진단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질병에 속

한다. 자궁 경부암의 경우, 질병의 원인 분석 결과 산부인과적 전염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다 보면 자궁내막 세포가 암 전 단계로 변화하

여 결국 암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자궁경부암은 아주 서서히 증식하기 때

문에 경부에서 암 세포가 발견되기 전에 정상 세포가 서서히 암의 전단계로 발전하고 

그리고 나서 암으로 전환된다. 비정상적인 경부의 암 전단계 세포가 100% 모두 경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이탈 여성 53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팝 도말 시험 결과를 아래 표에 실어 보

았다. 대상자 중 43% (227명) 에서 반응성 세포 변화가 발견되었고, 5.1% (27명)는 암  

전단계 였으며, 1.5% (8명) 는 자궁 경부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반응성 세포 변화의 

경우,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통해 

세포 변화가 다음 단계로 진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궁 경부암

을 유발하는 세균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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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험 결과 
<N=534>

유형 해당 환자 수 백분율 비고

반응성 세포 변화 227 43% 자궁 경부암으로 발  가능

캔디다 질염 6 1.1%

세균성 질염 5 0.9%

편평 상피 세포암 27 5.1% 암  단계

침습  편평 상피 세포암 8 1.5% 자궁 경부암 진단

트리코모나스 질염 11 2.1%

방선균증 (Actinomycetes) 3 0.6%

골반 염증성 질환 

진단 환자수 ( 복) 523 98%

￭ 북한 여성의 모성 건강 

북한이탈여성 중 가임 연령대의 여성 (20-40세) 은 60-70%에 달한다. 따라서 임산

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또는 한국으로 오는 도중 경유국에서 

임신을 한 경우 대부분 정기적으로 의료 진단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임신 주일 수에 

따라 해야 하는 중요한 테스트에는 기본적인 산전 검사, 선천성 기형아 검사, 임신 당

뇨 검사가 있다. 하지만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쯤은 이러한 기본 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여성들은 육체

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아가며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들은 출산 후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지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출산과 양육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

울여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에게는 출산시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또는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하는 경우 입양 알선 기관도 알려주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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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실태”에 대한 토론문

노인숙 ( 불 학교 간호학과)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건강실태’에 대한 발제 원고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임

상상황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 정착지원, 보건

의료지원 등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한다는 주장 중에 보건 의료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

적인 개입의 중요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산부

인과적 건강실태’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의 의료제도권 안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

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해준 발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환경 및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북

한의 체제 변화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로 식량을 위해 중국과 제3국에 일정기간 체류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입국 수는 2011년 4월 기준 2만 

이상이 되었고, 이 들 중 여성은 14,294명(약 70)%, 남성이 6,474(약 30%)로 여성 입

국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두드러진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동향의 변화는 사회적 관심과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

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성병)과 부인과 질환, 치과질

환, 물질남용, 영양불량 등의 만성화된 질병으로 여성의 경우, 부인과 염증 및 생리불

순, 자궁근종, 질염, 무월경, 난소낭종, 암 전기 단계(자궁 경부암)의 질병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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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만성화될 만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를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내에서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각 질병에 따른 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나 보건 의료 수혜의 

상황이 열악함으로 인하여 전문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의료진에 의한 치료보다 자가진단하여 

매약을 통해 치료하는 습을 가졌으며, 이런 치료 형태가 제 3국에서도 지속되어 약물 

의존의 2차적인 문제와 만성질병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

탈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진단을 받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실제 병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합병증이 생긴 

이후에야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이렇게 잘못된 습관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보건의료체계

를 이용할 때 느끼는 언어적‧사회문화적 장벽을 느끼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북한이탈여성들은 질병의 예방에 관심이 

저조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주로 종합병원 등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토론자가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거주 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심

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서 매약한 약물로 치료하려는 태도와 질병의 심

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인지도와 건강에 대한 

사후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 검진과 건강교육, 그리고 보건의료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 질병 측면에서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여성의 산부

인과 질병은 만성적이고 진단명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하여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 치료 행태 역시 자가진단, 자가치료, 민간

요법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고, 탈북 전 북한에서 루프를(고리로 표현) 착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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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20년 이상 루프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도 많았다. 탈북 이후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체류과정 중 비용 문제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비 의료인에게서 루

프시술을 받았고 루프착용 후에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

술 자체를 영구적 시술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임신과 출산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산후 몸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부인과 염증 질환인 질염 및 만성 

골반염의 문제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부인과 염증성 질환을 원래 그러려니 

하며 장시간 방치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특성상 민감한 부분으로 인해 드러

내지 못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신체 질병 중에서 부인과 질환 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는 약물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점과 한 두번의 약물을 

투여한 이후 증상 호전되면 치료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질병예방과 건강 관

리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활동이 요구되며, 의료지원을 위한 기금 마

련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 질병에 대한 건강증진 측면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하

나원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배정된 이후, 경제활동에 최우

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건강증진의 인식이 매우 저조하

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이 장기간의 정착 기간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산부인과 질병 예

방 및 관리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혜

자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한 중재 방안으로 첫째, 하나원에서 생애주기별 즉,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

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교육, 

즉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질병 관리 요령, 고착화된 생활 습관의 변화, 의료기관의 이

용 형태 등 실제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장벽

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망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

여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부터 실행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예방중심 국가질병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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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활성화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여성이 이러한 의료자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확보

하여 적극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운용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산부인과 

질병에 대한 인지율을 높일 수 있는 주기적인 조기 검진을 통한 건강 평가 및 교육 

등의 사후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의료지원은 경제적 능

력이 낮은 이들에게 병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안내, 의료진과 의사소통 장

애 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실 형태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2011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개 지역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간호 북한이탈주민 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큰 병원을 선

호하고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이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하나센터에 보건의료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

여 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병에 따라 차별적이고 적절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제한 내용과 같이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이전부터 산

부인과 문제는 심각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과 건강

관리를 위한 인식자체가 부족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도록 건강 문

제는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특히 전염성 질환의 

적극적 관리 및 예방은 자신들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므로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이해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북한이탈여성, 즉 수혜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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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주민의 여성건강”에 대한 토론문

김정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두 분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발표문의 여성이주자에 관한 사실을 보면서 북한이탈여성들의 탈북과정과 건강문제 

등 유사한 점을 담고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토론자는 북한이탈주민

으로써 또한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의 현재 겪고 있는 건강문

제는 바로 과거에 처한 환경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카리아 테레사의 발표문]

- 여성이주민은 두 배의 고통을 겪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주 과정으로 인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

북한이탈여성들이 처음 국경을 넘게 되는 것은 무작정 식량을 구하러 가거나 장마

당에서 내다 팔 물품들을 구매하려는 동기에서와 중국 친지들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반 이상은 자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인신매매를 통해 국경을 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탈북 할 당시에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삶의 길을 북한이탈여성들은 스스

로의 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황에 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 엄청난 고통과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 노총각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 장벽과 성적인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제3국 체류 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신변상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생존전략으로써의 결혼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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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북한이탈여성들 대부분이 性

에 대한지식, 정보가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

분적 약점으로 인하여 임금 체불과 미지불, 심지어 위협이나 강간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문 내용에서와 같이 여성의 생식적인 특징으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전쟁, 자

연재해 그리고 이주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쫓기는 불안한 신분상에 있으면서도 

북한이탈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이중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

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은 끊임없이 북송의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공안에게 붙

잡히면 변방대로 잡혀 갔다가 북송됩니다. 북송된 여성들은 보위부 취조를 받은 후 죄

질에 따라서 수감시설을 달리합니다. 집결소나 노동단련대, 죄가 중하다고 판단된 경

우에는 교화소, 정치범수용소로 넘겨져 일정기간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합니

다. 수감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제공되는 음식들도 극히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질병이나 아픔으로 인한 약

이나 의료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환자에게도 여느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노동

을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여성들인 경우 월경(생리)으로 인한 부담도 함께 지고 가

야 합니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영양실조, 고문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감옥에

는 자연스럽게 많은 질병과 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여성들을 상담하면서 탈북과정과 체류 국에서의 원치 않은 생활과 충격으

로 심장질환과 부인과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3국에서 체류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 등 산후조리 관리를 거의 안한 것으로 

하여 그 후유증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인 선생님 발표문]

입국 상황을 보게 될 때 북한이탈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70%가 됩니다.

그중 입국 연령대 비율을 보면 20～30대가 60%를 차지하는 것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애주기 과제로 볼 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통해 생식가족을 

구성하며, 자녀 양육기에 들어서는 연령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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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 과적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질병으로 또 다른 사회정

착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발표문에서 안성병원 진료실적을 보게 될 때 산부인 과적 진료와 치료 비율이 다른 

진료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북과정과 체류 국에서 신분

상 여건이나 비용문제, 그리고 노출로 인한 신변위협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건강검진

이나 의료기관의 치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부인 과적 

염증성 질환 등 방치하고 생활하게 된 것이 북한이탈여성들의 열악한 삶이였습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적인 차이로 질병의 증상에 대한 표현 방법에 

있어 북한이탈여성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 본인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상담사로써 현장에서 볼 때 하나원 입소 후나 초기정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게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

분 성교육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성교육과 정보, 자기 관리법, 여성의 

질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이나 적극적인 자기 관리를 알고 실

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아픔 기억들과 탈북과 도피생

활, 북송 등의 과정에서 야기된 건강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유병요인으로 됩니다.

사회적 약자로써 여성은 가난 속에 결혼이라는 이름하에 생존을 위해 등떠 려서, 

때로는 거래를 통해 이루어기기도 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북한과 중국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질병과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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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주의 정신건강적 함의

-심리사회적 접근- 

레노스 파파도푸로스

에섹스 학교 망명자‧난민‧정신  외상환자를 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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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단계에 따른

건강의 추이와 과제

김 희 경*

동신 학교 상담심리학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북한 탈출, 제3국 체류, 입국 및 조사, 

하나원 교육과정 수료,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 단계들

은 서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련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 연구들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주 전(pre-migration)까지의 경험은 이주 이후(post-migration)

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단계의 주요한 특징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규명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통상 난민연구에

서는 탈출 전 시기(pre-departure period), 탈출 시기(flight period), 망명신청 시기

(claimant period), 정착 시기(settlement period) 등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우택(2004)1)에 따르면, 탈출 전 시기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탈출

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며, 탈출 기간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으로서, 중국이나 제3국 체류 기간 등이 해당된다. 망명신청 기간은 남한에 처음 

들어온 시점부터 정부 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들어가기 전까지이며, 

정착 시기는 남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삶을 시작한 이후의 기

* 김희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Tel: 061-330-3535, E-mail: 

namu000@hanmail.net.

1) 전우택 (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제 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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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다. 이러한 구분은 북한이탈주민이 각 단계에서 경험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겠으나, 참조 가능한 실증연구들이 모두 풍부한 것은 아니다. 여

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부터 남한 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정신건강 추이를 살

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편의상 입국 전 시기, 시설 보호 단계, 지역사회 정착 

단계로 나누어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Ⅰ. 남한 입국 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에는 

후향적 보고에 기초한 분석과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거나 조사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강성록(2000)2), 전우택(2004)은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들의 

보고를 토대로 남한 입국 전에 경험한 외상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북한에서의 외상 경

험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교화소나 감옥에 투옥되는 것, 아주 심하게 

매를 맞거나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정치적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 받은 것 

등이 있었다.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에는 “은닉”, “목숨을 잃을 정도의 음식과 물 

부족”, “국경에서 북한 경비병이나 안전원에게 검열을 당한 것” 등이 많았다. 유정자

(2006)3)는 남한 입국을 신청한 후 우리 정부가 보호 중에 있는 재중 북한이탈주민 65명

(남 29.2%, 여 70.8%. 평균 체류 기간 3년 9개월)의 심리적 문제와 외상후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우울, 정신분열 수준이 높았으며, 체류 기간이 긴 집

단이 편집증적 경향이 심했고, partial PTSD를 포함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재 

유병율(current prevalence)은 9.2%였다.

탈북 여성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활하다 남한에 입국하는데, 이들에 대한 질적 

연구들은 그 생활 실태를 잘 보여준다. 김태현과 노치영(2003)4)은 생존전략 측면에서 

2) 강성록 (2000). 탈북자들의 외상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유정자 (2006).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태현, 노치영 (2003).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41(12), 2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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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재중 탈북 여성들의 어려움을 조명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말투

를 고치고 화장을 바꾸는 등 중국여자로 위장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참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결혼을 선택하며,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과 교류를 피한다.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2000)5)이 재중 탈북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와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이 

심하다. 이들 중 중국에서 갈 곳이 없어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남편과 생활하는 탈북 

여성이 26.7%였으며, 33.2%는 팔려간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부인과 이혼하거나 이혼하

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비율도 28.2%에 이르렀다. 또한 언젠가는 남편

이 자신을 버릴까봐 불안해하며 의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데려 온 자식을 정식으로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탈출 전후에 다양한 외상 사건에 노

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의 경우 중국 생활이 

자존감의 손상이나 수치심, 좌절감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에 취약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술한 연구 결과들은 북한이탈주

민의 후향적 보고나 횡단적 연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험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국내 정착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게 되는데, 그 과정

에서도 생존의 위협이나 가족과의 이별 등과 같은 또 다른 시련을 겪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Ⅱ. 시설 보호 단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입국 

전까지는 체포나 생명의 위협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였다면, 

5)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 동기와 생활 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

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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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스트레스원으로 등장한다. 즉, 이 기간에는 의식주와 

안전이 보장되지만, 진성 탈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에 불화를 

겪기도 하고, 조사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뎌야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

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전술한 내용들은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들이 면담 과정에서 

보고한 내용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실제 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당히 안정된 물리적 공간이다. 왜냐하면, 조사를 통해

서 신분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물리적 신체적 필요가 대부분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남한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시기가 

아니면서, 남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북한이탈

주민에게 꼭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루어두었거나 잠시 잊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며, 여성들의 경우 중국에 있는 가족과의 재

결합에 대해 갈등을 겪는다. 또한 취업이나 진로, 거주지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남한 사회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 두려움 

등이 공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남한 입국이라는 뚜렷하고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아

왔지만, 하나원에서는 국내 입국까지 겪은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이 채 회복되기도 전

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강성록(2000)은 1999년에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 95명(남 65.3%, 여 29.5%)의 

PTSD와 우울감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27.4%가 PTSD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

었으며, 이들의 우울 수준(CES-D 21.31)이 non-PTSD 집단의 우울 수준(CES-D 

16.77)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또한 북한 내에서의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PTSD 비율이 

높았지만,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두 집단 차이는 없었고, PTSD 집단이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서 두 질환의 높은 공존률(comorbidity)을 시사

하고 있다. 한인영(2001)6)은 2000년 말과 2001년 초에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 64명

6)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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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54.7%, 여 43.8%)의 우울감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29%(남성 31.4%, 여성 25%)

가 우울 수준에 속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입국한 교육생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2004년

에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 62명(남 54.8%, 여: 45.2%)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우택, 

2004)에서도 높은 초조감과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0～40%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였다.

김희경과 오수성(2010)7)은 2008년에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 여성 1,465명의 MMPI-2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의 27%가 피해의식과 의심, 불안, 비현실

감 등의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냈으며, 27.4%는 우울감과 불안,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MMPI-2의 PK 척도(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를 통해 

탈북 여성의 PTSD 비율을 추정한 결과, 전체의 29.3%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PTSD 문제를 보였으며, 이들의 PTSD 증상은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피로 등의 문제

보다는 피해의식과 의심, 예민성, 충동조절의 어려움, 정서적 혼란 등과 관련이 많았

다. 특히, 강제 북송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탈북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우울, 불안, 적대감, 정신증 수준이 높았으며, 이 중 적대감은 하나원을 퇴소하는 

시점에서도 완화되지 않았다(최빛내, 김희경, 2010).8)

Ⅲ.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남한 사회에서 실질적인 개인적 삶을 

시작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적응 문제는 그 동안의 문제들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 문화적 

적응 문제, 후원자와의 갈등 문제, 심리적, 신체적 건강문제,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 문화, 경제적 차이에

서 비롯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김미령, 2005; 이소래, 1997; 이장호, 김용범, 

7)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8) 최빛내, 김희경 (2010).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차이. 한국임상심리학회 

봄학술대회 논문집, pp. 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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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웅, 1997; 채정민, 2003; 채정민, 이종한, 2004).9)10)11)12)13) 자녀 양육 문제도 중

요한 스트레스원 중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데 비해 남한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북한과는 언어와 양육 방식이 다르

며,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된다. 자녀와의 갈등, 부모-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 공감

대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미정, 정계숙, 2007; 

박미석, 이종남, 1999; 장혜경, 김영란, 2001; 홍은주, 2003).14)15)16)17) 중혼이나 동거

로 인한 갈등, 남한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부부간의 갈등도 어려움을 초래

하는 요소이다(조영아, 전우택, 2005).18) 탈북 남성과 여성의 의식 변화 속도에 따른 

문제도 있다. 지역사회 적응 초기에 탈북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가치관의 혼란을 더 많

이 느끼고, 북한에 동조하는 의식이 강하며,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고,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도 낮지만, 3년이 지난 후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어졌다. 즉, 남한 

사회에서 탈북 여성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 여성의 급격

한 변화와 달리, 탈북 남성의 의식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서승원, 

2006).19) 

9)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10)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149-161.

11)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연구. 한국

문화정책개발원.

12)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문화적 적응 기재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79-101.

14) 김미정, 정계숙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88.

15)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

총, 17, 3-74.

16)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

발원.

17) 홍은주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10(1), 17-35.

19)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서승원 (2006).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3), 2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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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알콜 의존 비율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5배～

10배에 이르고 있었으며, 탈북 남성의 알콜 의존 비율이 55%로 여성의 27% 보다 훨

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2006).20) 북한의 음주문화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수치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종의 자가치료적(self-medication) 

성격의 알콜 섭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령(2005)21)은 2003년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57명

(남 51.8%, 여 48.2%)의 우울감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12개월 미만

이 3.7%, 12-36개월 33.5%, 36-60개월 41.5%, 60개월 이상이 21.3%였다. 분석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우울감(CES-D 25점 이상)을 보이는 북한이탈주민이 38.9%

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지만, 중간 경유지에서 체류한 기간이 짧을

수록, 그리고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은 낮았다. 이 연구는 정착 기간에 따른 

우울 정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 대상자 중 남한 사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인 사람들의 비율이 62.8%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우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2005)22),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2009)23)은 2001년에 

표집된 북한이탈주민 200명(남 58.5%, 여 41.5%)의 우울감을 2004년(150명; 남 56.7%, 

여 43.4%, 남한 평균 거주기간 48.19개월)과 2007년(106명; 남 58.5%, 여 41.5%, 남한 

평균 거주기간 95.57개월)에 걸쳐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2001년에 비해 2004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 사

이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이 연구들의 결과를 재구성하면 그림1과 같다. 2004년 

조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54.7%가 우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남성의 우울 

20)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4), 

149-180.

21)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학, 57(1), 193-217.

22)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23)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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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더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남한 사회 생활 중에 경험한 스트레스와 질병이 많을

수록 우울감이 심했다. 2001년과 2004년의 우울 점수 간 상관은 .35로서, 3년이 지난 

후에도 이전의 우울 수준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연구에서

는 남녀 간의 우울 수준 차이가 사라졌으며,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 건강이 나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심했다. 또한, 북한에서나 탈북 과정에 경험

한 외상 사건들은 더 이상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정착지에서 정착기

간이 길어지면서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충격은 회복되는데 비해 정착지에서 겪는 문

화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림 1> 추 년도별 남녀 우울 수의 변화

한편, 위 연구들과 동일한 북한이탈주민(2001년, 2004년)을 대상으로 PTSD 유병율

을 3년에 걸쳐 추적한 종단 연구(홍창형 등, 2006)24)에 따르면, 이들의 PTSD는 3년 

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full PTSD로 진단된 41명 중 36명은 

2004년에 non PTSD로 진단되었으며, full PTSD의 현재 유병률(current prevalence)

은 2001년 27.2%에서 2004년 4.0%로 큰 폭 감소하였다. 또한 2001년에 partial 

PTSD로 진단되었던 48명 중 43명은 2004년에는 non PTSD로 진단되었으며, partial 

PTSD 유병률도 2001년 31.8%에서 2004년 5.3%로 감소하였다. 즉, 이들 중 88.8%가 

3년 사이에 full PTSD, 혹은 partial PTSD에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홍창형, 유정자, 노영아, 엄진섭, 구현지, 서승원, 안은미, 민성길, 전우택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1),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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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년 동안 PTSD 진단의 변화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5년 이내에 PTSD의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자연경과

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이 외상의 심각도 측면에서 

전쟁이나 홀로코스트보다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에 가깝고,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입국하고 난 후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낀 것이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우택, 2004)에서 DSM-IV의 PTSD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full PTSD의 유병율이 1.6%이고, B, C, D의 진단기준을 

1개 이상씩 충족시키는 partial PTSD의 유병율이 8.1%, 진단기준 A와 E를 제외하고 

B, C, D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더 느슨하게 partial PTSD를 적용했을 때

의 유병율이 2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선 연구에서 2001년 full PTSD의 유

병율이 27.2%인 것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평균 거주 기간이 

17개월 정도인 초기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full PTSD로 진단된 비

율이 3.5%였으며(조영아, 김연희, 2010)25), 남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에서부터 5년 

이상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 133명 중 45.1%가 partial PTSD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들의 PTSD 수준은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그것과 유사하였다(서주연, 

2006)26). 이처럼 하나원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들 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대상

25) 조영아, 김연희,(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09-527.

26)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8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자의 특성과 같은 가외변인의 영향력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의 PTSD 유병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결론

내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엄태완(2004)27)은 남한에 정착한지 6개월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134명(남 48.5%, 

여 51.5%)과 남한 저소득 주민, 그리고 일반 주민의 무망감(hopelessness)과 우울감 

등을 비교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기간은 1년 미만이 18.7%, 1～2년 36.6%, 

2～3년과 3년 이상이 각각 22.4%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41.44%가 경도의 

무망감을 보였으며, 중등도 이상의 무망감을 보인 비율도 44%에 이르렀다. 저소득 집

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정상 범위에 속한 비율이 각각 45.7%와 74.7%인 점과 비교한

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51.5%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울감(CES-D 절단점 25점)을 

보여서 저소득 주민의 21.6%, 일반주민 10%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림 3>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 <그림 4> 북한이탈주민이 우울감 

정착 기간에 따른 무망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착 기간 3년 이상 및 2년～3년 

집단이 1년 미만과 1～2년 집단보다 무망감 수준이 높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무

망감이 감소하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우울감 역시 정착 기간에 따라 차

27)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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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는데, 정착 초기에 우울감이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다 2년이 지나서부터는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자들이 정신, 행동적 어려움을 보

이는 기간이 U자형이나 W자형을 나타낸다는 견해(Furnham & Bochner, 1989)28)

와 유사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이주 초기에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과 관심, 

경제적 측면의 지원 등으로 스트레스 취약성을 적게 드러내지만, 정착 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망감과 우울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정착 기간에 따른 무망감, 우울감,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남한에 정착하여 2년까지는 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가 2년이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그 능력이 감소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착 초기에는 의욕과 환상으로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피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된

다고 믿지만, 2년 이상이 지나면서부터는 경제적 자립 등과 같은 문제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에게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보여주

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방식이 상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

한다.

28) Furnham, A., & Bochner, S. (1989).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 to unfamiliar 

environment. Cambridge: Great Britain at th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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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나원 교육생과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하나원 또는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

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종단적 연구들 역시 하나원 단계는 제외된 채 지역사

회에 편입된 이후부터의 추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 문

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횡단적 연구에 따른 

제한점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전후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점

이 있다. 

노대균(2001)29)은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84명

의 적응 정도와 심리적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하나원 교육생 30명(남 19, 

여 11), 남한 경험 1년～2년 21명(남 17, 여 4), 남한 경험 2년～3년 15명(남 25, 여 8)이

었다. 연구 결과, 하나원 교육생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해 문화

적응(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식주 여건, 예의범절, 가치관) 수준이 빈약했고, 지

역사회에 거주한지 1년～2년인 집단은 하나원 교육생이나 지역사회 거주 기간이 2년～

3년인 집단에 비해 사회적응(결혼문제, 사회적 교류, 탈북자에 대한 편견, 사회적 고립,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 등) 수준이 높았다. 경제 적응(돈에 대한 강박관념, 돈 벌 능력, 

정착금 만족도, 재테크능력, 구직문제)과 심리 적응(탈북 만족감, 죄책감, 보복위협, 적

응 자신감, 자아정체감)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6).

<그림 6> 정착 기간에 따른 응 정도

29)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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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문제의 경우, 정착 기간이 2년～3년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신체화 경향

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들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특히 이들은 

대인예민성, 우울, 공포불안, 편집증 영역에서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서 다른 사람

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불편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사람들이 많은 열린 공간에 노출

될 때 불안감이 심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많았다. 이에 비해 정착 기간이 

1～2년 사이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생이나 정착 기간이 2년～3년에 속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심리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신

경증적 경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았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통제소재(내적 통제자가 양호)와 대처방식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었다.

<그림 7> 정착 기간에 따른 심리  문제

김희경과 신현균(2010)30)은 2009년에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 282명(남 34.4%, 여 

65.6%)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2명(남 32.2%, 여 67.8%)의 심

리적 문제들을 비교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수준이 높았고, 남성

은 여성에 비해 음주 문제가 많았다. 30대와 40대가 20대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 신

30) 김희경, 신현균 (2009).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증상. 한국심리학

회지: 일반, 29(4), 65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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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대인 예민, 분노 수준이 높았으며, 지역사회 거주자가 하나원 교육생에 비해 우

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와 음주 문제가 많았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불

안, 우울, 정신증은 성별이나 연령, 정착 단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랐다. 20대와 40대는 

하나원과 지역사회 거주자 간에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 30대

는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가 더 높았다(그림 8, 9). 여성은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우울감이 높았지만, 남성은 지역사회 거주자의 우울 수준이 하나원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그림 10), 20대와는 달리 30대 이상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

다(그림 11). 남성의 정신증 수준은 하나원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하나원에 비해 지역사회 거주자의 정신증 

수준이 높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그림 11). 심리적인 문제들의 총점의 경

우, 남성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들이 더 심각했지만, 여성은 두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13). 20대는 하나원이나 지역사회 거주자 간에 심리적 문제들

에 차이가 없었지만, 30대와 40대는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았다(그림 14).

<그림 8> PTS: 연령×정착기간 <그림 9> 불안: 연령×정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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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우울: 성별×정착기간 <그림 11> 우울: 연령×정착기간

<그림 12> 정신증: 성별×연령×정착기간

<그림 13> 심리증상: 성별×정착기간 <그림 14> 심리증상: 연령×정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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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향후 과제

표 1. 정착 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추정 비율

 정착단계

심리문제
남한 입국 하나원 지역사회

PTSD 9.2% 1.6%, 8.1%, 27.4%, 29.3% 3.5%, 45.1%

우울 ? 27.4%, 29% 38.9%, 51.5%, 54.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남한 입국 전부터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 그러나 

연구들 간에 그 비율이 상당히 차별적인데, 이는 조사 대상이나 방법, 조사 도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종단적 연구들이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

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들은 남한 사회 

정착 1～2년 사이와 3년 전후, 혹은 그 이상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

한 사회에서 생활한지 1～2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3년 이후부터는 다시 악화되는 것 같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사회 

편입 직후부터 약 2년 동안은 직업을 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게 인식되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남한 사회의 편견이나 직업의 유

지 등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몇몇 

횡단적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직업적, 경제적, 가정적 안정 뿐 아니라 삶의 질

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수의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고, 이를 통해 각 단계의 주요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시사점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호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각 단계들이 이후 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해

서는 아직까지도 철저히 검증되지는 못한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적인 특수성,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낙인(stigma),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

움 등과 같은 개인적 이유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의 제한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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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원인도 들 수 있다. 그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들은 표집이 편포되거

나 설문조사에 대한 반복적 노출, 제한된 사례수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면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와 같이 

보다 섬세하게 설계된 접근이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학계 전문가가 협력하는 대규모 종단적 연

구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표본 선정, 검증된 도

구의 사용, 객관성이 보장된 조사 절차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대상도 국내 입국 

직후부터 하나원 교육, 지역사회 정착 단계까지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고, 성인 뿐 아

니라 소아청소년, 노인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

민의 경우에는 추적 기간의 단위를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이들

의 적응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의 주제 측면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는 다

른 이질적인 사회 속에서 이들을 적응으로 이끄는 다양한 보호요소들(protective 

factors)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강인성, 탄력성, 낙관적 태

도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

은 개인적 자원, 정책적 지원 시스템 등.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직업적, 

경제적, 가정적 안정들 간의 상호영향력이 규명된다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의 종류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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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상증후 현상과 치유 

김 병 창

세이페병원 정신과

Ⅰ. 서론

이주자와 난민에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정신의학 또는 문화정신의학에서 중요

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이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탈북자 내지 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문제는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적 외상, 정치, 사상적 

외상, 가족과 연관된 외상을 경험할 뿐 아니라, 탈북 후 남한에 안전하게 입국 할 때까지 

기간에도 육체적 외상, 발각 및 체포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의 생이별, 친지나 지인의 

배신과 같은 다양한 외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갖은 고초를 당하고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삶도 고달프다. 남한이라는 이질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와 낯선 사회

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소위 문화충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본국에 있는 가족과 관련

된 지속적인 사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외상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개인적

인 임상진료경험과 최근 시행한 정신보건과 관련된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 패널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흔하게 겪고 있는 정신적 외상과 정신적 외상증후 현

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치료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 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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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정신적 외상이란?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외상 사건의 결과

로 일어나는 정신영역의 손상을 말한다. 이러한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

키기도 하고 뇌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와 관련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가올 스트

레스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변화시킨다. 

외상 사건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

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한다. 이러한 사건은 단일 사건 경험일 수도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의 경험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외상 사건은 대부분 갑작

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

과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압도하게 만든다. 

압도된 개인의 존재감은 수 주 이후 혹은 수년 이후 심지어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은 심지어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서도 간과되어지는 심

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기도 한다. “만약 임상가가 외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재 혹은 과거의 외상과 관련된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면 

외상 사건의 희생자를 진료할 수 없고 환자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외상성 기억이

나 외상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나 감정에서 안도감을 느끼거나 이를 피하는 반복적

인 행동양상을 이해할 수 없다. 

외상은 다양한 사건에 의해서 유발되어 질 수 있으나 몇 가지 공통된 측면을 가지기

도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잘 아는 세계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기도 하

고, 개인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기도 한다. 또한 생존을 위해 개인

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배신하거나 믿음과 긍정적인 관점을 

파괴하는 일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은 육체적 외상을 동반할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의 전형적인 원인은 성적

인 학대, 왕따, 가정폭력, 세뇌, 알코올리즘의 희생자, 이러한 것들에 의한 위협, 특히 

아동기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목격 등이 있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전쟁 혹은 대량학살

과 같은 대참사 역시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가난이나 언어폭력과 같은 

가벼운 형태의 학대와 같은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지는 것도 외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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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각 개인은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외상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외상으로 고통 받지 않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외상사건을 경험

하는 모든 사람이 이를 실지로 정신적 외상으로 인지하지는 않는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외상

난민연구에서 흔히 인용되는 삼중 외상 패러다임(Triple Trauma Paradigm)의 개

념을 적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생활할 때, 탈북과정 혹은 체류국에 머무는 

동안, 남한정착 후 특징적인 외상경험을 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경험을 하기

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폭력성과 잔인함을 목격하기도 하고, 난민캠프

나 주변국에서 표적이 되기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유랑생활을 하며 제3국에서 

자신의 삶을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각 시기별로 겪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고

통스러운 경험은 외상사건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를 포함한다.(표-1)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게 되는 외상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 내에서의 외상 경험은 

공개처형 목격, 굶어서 죽는 것을 목격, 정치과오로 처벌되는 것을 목격, 타인이 고문

당하는 것을 목격, 가족이 식량을 구하러 떠나 불안, 교화소나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것에 대한 것 등이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인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경험은 생명의 위협, 중국내에서 체포와 배신, 

탈북과정에서의 가족과 생이별, 폭력에 노출 등이었다.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외

상 경험을 연구한 이윤환 등(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내 대다수의 북한이탈주

민들은 음식물이나 식수, 의료혜택 그리고 피난처의 부족이나 가족이나 친지의 뜻하지 

않은 죽음과 생이별, 교도소에 가거나 납치 혹은 신체적 학대 등과 같은 외상을 경험

하거나 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무력감과 지울 수 없는 공포감으로 남아 더 이상 세상을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여기게 한다. 또한 자기 불신과 죄책감으로 고

통을 받고, 믿음이나 영적활동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외상경험에 대한 기억은 위험

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다시 노출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영구히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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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흔히 가지게 한다. 또 다른 

외상경험에 대한 흔한 반응으로는 각성상태를 지속시키거나, 쉽게 놀라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신경과민상태와 불면, 참을성의 부족과 짜증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탈북과

정이나 제3국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은 특히 가족과 관

련된 두려움과 그들의 신분상태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러한 불안의 근

원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야만 했던 북한에서의 사건

들과 탈출자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체류국에서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수행된 중국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면접조

사에서 이러한 불안의 이유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체 

응답자의 2/3로 제일 많았으며 그밖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거주지의 

안전성과 관련된 근심이 많았다. 갖은 고초를 겪고 남한사회에 가까스로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삶도 고달프다. 다수의 이민자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처음 이민지

에 도착하였을 때는 들뜬 기분이 되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태가 되나 

점차 현실의 어려움과 부딪혀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익숙한 삶의 공간을 모두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한 슬픔과 우울감이 그

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흔히 겪는 스트레

스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문화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

적 감정적 외로움, 낯선 곳에서 그들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필요한 법률지식의 부족, 북에서의 가족이나 친지들에 관한 나쁜 소식 등이다. 

3. 정신적 외상의 유형과 외상경험 빈도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후원을 받아 남한에 입국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북한이탈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조사방식의 시행한 대규모 1차 패널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

서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의 유형과 외상경험 빈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내에서와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평균외상 빈도는 각

각 4.93(SD=3.14), 3.03(SD=2.81)로 북한 내에서 경험하는 외상이 탈북과정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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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상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 내에서의 평균 

외상경험은 남성이 5.88(SD=2.74), 여성이 4.60(SD=3.01)으로 남성이 약간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탈북과정에서의 평균 외상경험은 남성이 2.91(SD=2.74), 여성이 

3.07(SD=2.84)로 여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북한 내에서는 남성

이, 탈북과정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 내에서 경험하는 외상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보다 많다고 나타난 결과

는 일반적으로 탈출 전 기간이 난민들에게 가장 충격이 많고, 여러 사건들이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기존의 난민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하는 것은 탈출기간이나 

제3국에서 체류지에서의 상황이 여성들에게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데 여성

의 경우 아마도 원하지 않는 강제 결혼을 했거나 인신매매를 당한 결과로 유추해 보았

을 때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남성들보다 더 무시당하고 경제적‧물리적‧성적으로 생

존과 안전의 위협을 당하고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

다고 하겠다.

북한 내에서 경험한 외상경험을 빈도순으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1>.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내에서 받은 외상경험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가족, 친

지, 가까운 이웃 중에 굶어 죽는 것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었다가 817명(68.1%)이었

고, 다음으로 추위나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58.2%), 가족과의 생이별(56.2%), 

아는 사람의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함(42.8%)순이었다.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경험을 빈도순으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2>.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 중에서 받은 외상경험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가

족과 생이별(46.8%)이었고 체포나 강제 북송의 경험이 있거나, 거의 그럴뻔한 위험에 

처한 경우(45.5%), 총격이나 추격을 받은 경험(27.5%), 예상치 못한 배신경험(25.1%),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경험(22.8%), 수용소, 교화소나 감옥에 간 경험(21.8%)순이었

다. 특히 여성의 경우 10여명 중 3명 가량이 원하지 않는 강제 결혼을 했거나 인신매

매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외상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강성록 등(2000)

이 제작한 탈북자 외상척도를 바탕으로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 조사내

용의 결과 북한 내에서 받은 외상사건 타인의 공개처형을 목격함(87.4%),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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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 굶어 죽은 것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음(81.3%), 타인의 구타당함을 목격함

(71.2%), 정치과오로 처벌받는 타인을 목격함(65%), 가족이나 친척 중 질병사를 목격

함(62.2%)와 탈북과정 중 받은 외상사건 중 탈출발각에 대한 생명의 위협(83.4%), 외

국생활의 이질감으로 인한 불안(82.4%), 국경에서의 경비병의 검열(52.3%)과는 약간

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한 북한 내와 제3국에서

의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 입국동기와 유형의 변화. 입국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왜곡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 북한 내에서 경험한 외상경험(빈도순%)-17항목

외상 경험 체(%) 남성 여성

1.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 에 굶어 죽는 것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었다
817(68.1) 223(70.8) 594(67.1)

2. 추 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생명의 을 받았다 698(58.2) 177(56.2) 521(58.9)

3.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674(56.2) 186(59.0) 488(55.1)

4. 아는 사람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직  목격했다 514(42.8) 168(53.3) 346(39.1)

5. 아주 심하게 매를 맞았다 359(29.9) 166(52.7) 193(21.8)

6. 심각한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겪었거나 장애가 생겼다 326(27.2) 70(22.2) 256(28.9)

7. 나의 출신성분이나 정치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받

았다
309(25.8) 134(42.5) 175(19.8)

8.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자살을 하거나 갑작스  죽게 

된 사람이 있다
308(25.7) 83(26.3) 225(25.4)

9.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식량을 구하기 해 떠난 후 소

식이 끊어졌다
305(25.4) 78(24.8) 227(25.6)

10. 수용소, 교화소나 감옥에 간 이 있다 293(24.4) 109(34.6) 184(20.8)

11. 총격이나 추격을 받았다 281(23.4) 102(32.4) 179(20.2)

12. 홍수나 산불 등 자연피해(재해)를 당했다 266(22.2) 81(25.7) 185(20.9)

13.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상치 못한 배신을 

당했다
266(22.2) 95(30.2) 171(19.3)

14. 고문을 당했다 227(18.9) 113(35.9) 114(12.9)

15. 가족이나 친지의 정치  과오로 인해 내가 처벌 을 받았다 164(13.7) 62(19.7) 102(11.5)

16.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했거나 인신매매를 당했다 61(5.1) 1(.3) 60(6.8)

17. 심한 성  모욕이나 강간을 당했다 53(4.4) 4(1.3)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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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탈북 후부터 한국 입국 까지의 외상경험(빈도순%)-18항목

외상 경험 체(%) 남성 여성

1.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562(46.8) 129(41.0) 433(48.9)

2. 체포나 강제 북송된 경험이 있었거나, 거의 그럴 뻔한 

험에 처했다
547(45.6) 159(50.5) 388(43.8)

3. 총격이나 추격을 받았다 330(27.5) 92(29.2) 238(26.9)

4.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상치 못한 배신을 

당했다
301(25.1) 80(25.4) 221(25.0)

5.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했거나 인신매매를 당했다 273(22.8) 2(.6) 271(30.6)

6. 수용소, 교화소나 감옥에 간 이 있다 262(21.8) 83(26.3) 179(20.2)

7. 추 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생명의 을 받았다 251(20.9) 89(28.3) 162(18.3)

8.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 에 굶어 죽는 것을 목격하

거나 소식을 들었다
188(15.7) 43(13.7) 145(16.4)

9. 심각한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겪었거나 장애가 생겼다 186(15.5) 39(12.4) 147(16.6)

10. 아주 심하게 매를 맞았다 175(14.6) 56(17.8) 119(13.4)

11.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식량을 구하기 해 떠난 후 

소식이 끊어졌다
134(11.2) 33(10.5) 101(11.4)

12. 나의 출신성분이나 정치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

심받았다
86(7.2) 29(9.2) 57(6.4)

13. 고문을 당했다 84(7.0) 34(10.8) 50(5.6)

14.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자살을 하거나 갑작스  

죽게 된 사람이 있다
76(6.3) 15(4.8) 61(6.9)

15. 심한 성  모욕이나 강간을 당했다 68(5.7) 4(1.3) 64(7.2)

16. 아는 사람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직  목격했다. 51(4.3) 13(4.1) 38(4.3)

17. 가족이나 친지의 정치  과오로 인해 내가 처벌을 

받았다
35(2.9) 9(2.9) 26(2.9)1

18. 홍수나 산불 등 자연피해(재해)를 당했다 26(2.2) 7(2.2) 19(2.1)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신체적인 손상

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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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름으로는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증상은 과민반응(hyperalertness, hyperarousal)과 충격의 재경험(Re-experience 

or intrusion), 감정 회피 또는 마비(avoidance or emotional numbness)로 나타난다. 

과민반응은 쉽게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집중이 어려운 증상이 나

타난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경우 항상 벽쪽에 등을 대고 있고, 강간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범인이 있는 것처럼 경계한다. 충격의 재경험 증상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꿈, 

환각이 재연되어 실제와 같이 느끼고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기억이 거의 없는 경우

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감정 회피 

또는 마비의 증상은 정상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비현실적인 감정만 들

기 때문에 분노와 피해의식, 수치심이 들게 된다.

또한, 두통이나 소화불량, 위통, 수전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기와 같은 

현상도 생기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게 어려워지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별 불안

과 학교 공포, 외부인 공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현실적인 감정 때문에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여 남용 및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율신경계 장애가 나타난

다. 때로는 환각이 보이고, 해리성 장애나 공황 발작이 같이 나타난다. 나이가 어린 경

우에는 경험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도 한다.

최근 시행한 대규모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재 유

병률은 8.7%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10.2%로 남성의 4.4%보다 현재 유

병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Fazel 등(2005)이 서구에 

정착한 7,000여명의 일반 난민을 대상으로 면담에 기초한 20개의 연구조사 결과분석

에서 제시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 9%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7세이고 51%가 남자). 하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윤환 등(2001)이 중

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 56%와 홍창형 

등(2005)이 보고한 29.5%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은이 등(2004)

이 하나원 교육생 62명을 대상으로 22명(33%)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된 

결과와도 달랐으며, 국경없는 의사회 연간보고서(2005)에서 남한 내 133명의 북한이

탈주민을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8.2%와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첫째 남한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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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각되어 송환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안전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게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진단하는 도

구 및 방법에서의 차이이다. 즉 이윤환 등(2001)의 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연간보고

서(2005)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로 진단하여 유병률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2001년 조사시

점과 현재 조사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동기와 유형의 변화로 인한 인구학적 특

성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겠다. 비록 홍창형 등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진단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에 있어서 이번 연구결과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2001년 조사시점과 현재 조사시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 여성 입국 비율의 증가,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

민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모두 또는 일부를 탈북시켜 재결합하는 사례를 통해 연령

별, 직업별 인구학적 특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다양한 정착기간을 가

진 지역사회 거주자를 전국에서 표본 추출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점으로 설명할 수 있

겠다. 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이 높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 Stein 등(2000)은 지역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외상경험의 종류 또는 횟수에 따

라 다르다고 주장한 반면 Kessler 등(1994)은 외상의 종류와 무관하게 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가 유발되는 차이를 설명하는 위험요인을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이유

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치료적 접근의 어려움과 문제점

심한 외상경험을 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만 치료적 접근의 어려움은 모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신경증적 문제와 정신질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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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혼자서 탈북하거나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한 지지체

계의 부족으로 병력청취와 주변정보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셋

째, 다수의 이민자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새로 정착한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

한 적대적 반응을 경험하면서 불신감, 의심, 분노, 편집증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러한 마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 의사-환자 사이

의 공감적인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넷째,북한이탈주민의 질병

에 대한 관점과 치료추구행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우울, 불안과 같

은 정신적인 문제는 병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정신적 문제를 치

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나 정

신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직 신체적 문제로만 인식하

게 되어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방문과 경험에서 우러난 자가진단 및 치료,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음성적인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특징적인 증

상표현과 질병추구행동은 북한의 사회 문화적 환경, 북한이 붕괴된 의료체계 아래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치료진은 이들의 질병관과 치

료추구행위의 문화적 상황적 배경을 파악하고 언어와 증상표현 방식에 대한 횡문화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6. 정신과 임상 면담

초기면담에서 철저한 병력에 대한 청취는 치료자와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

하고 튼튼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필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초기에 

환자의 주요한 문제점(주로 신체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

감한 방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치료자와 환자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난 

후 완전한 정신사회조사와 과거병력을 조사해야만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

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특수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내에서의 생활 - 교육,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 가족 구성원, 그 밖의 문제

2. 탈북 과정 -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머물렀고,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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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류국 혹은 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 - 체류국에서 지낸 기간과 문제점들

4.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 태도, 문제점, 기대치와 상실감 

5. 현재 문제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는 특별히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정신병과 같

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하다. 전반적인 증상에 대한 조사와 검

토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흔한 더 많은 신체적인 문제점을 종종 알아 낼 수 있다. 

이러한 병력청취가 이루어진 후 북한이탈주민의 질병에 대한 태도와 치료추구행위

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자와 치료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치료모델을 결정할 수 있

다. 만약 환자의 관점과 일치한다면 치료자는 스트레스 모델을 강조할 수 있다. 

치료진은 병력을 통해 환자가 언급한 스트레스를 다시 파악하고 그런 후에 스트레

스에 따라 몸이 어떻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

다. 환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신체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

하는 삶의 스트레스와 반응들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한다. 

치료자는 추적치료와 약물치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환자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일들은 치료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두려움과 부족하거나 부

정확한 정보로 인한 치료에 대한 저항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치료자는 치료계획을 환자와 함께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들은 만성적인 내과적 문제를 치료한 경험이 부족하고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대

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유지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환자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중도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치료가 종종 필요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점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오

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제이고 또한 새로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지지적인 치료와 그들에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예정된 스케줄을 통해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환자와 만남을 할 

수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치료자는 환자의 주요한 문제점, 약물에 대한 부작용, 현

재의 스트레스, 자녀 혹은 경제적인 문제점과 같은 흔하고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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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회기를 이어나가면서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치료자는 환자가 모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롤 모델이 되어져야만 한

다. 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의사전달, 평온한 마음, 건설적인 유머의 사용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을 강

조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족 교육과 가족에 대한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구성원과 대화하

고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해주는 일은 중요하다. 가족의 붕괴 특히 배우자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종종 지지적인 가족치료가 필수적일 때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재치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제

들은 비 이 보장되어져야만 하고 외부세계의 가족들에게 누설되어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회 환경과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필

요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면담 기법은 충분한 인내심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는 것이다. 치료자는 북한이탈주민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

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서로를 믿어주며 기다리는 것처럼. 

7. 효과적인 치료전략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안락한 

치료환경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가능한 공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임상 진료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은 임상 진료환경은 심문 장소나 고문 장소와 같은 과거로부터 현재

를 분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환자로 하여금 안락함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지지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에 관한 질문과 증상의 기간, 체계적인 검토는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튼튼하게 확립할 수 있다. 환자가 회피적인 행동, 고통스러운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한다던지 억제한다는 행동이 환자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때로는 환자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의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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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긴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외상 기억에 대해 투쟁하려는 경향이 더 많다. 멍한 상태

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환자가 감정이 없어 보이고 냉담해 보일 

수도 있다.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분출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환자는 과거의 

사건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종종 멍해 보이고 신체적 혹은 다른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다. 이것은 아물지 않는 상처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만성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증상이 심해질 때 주기적인 강력한 치료가 요하는 장기적인 관계형

성이다. 주기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놀라지도 말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증상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위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초기 치료가 환자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수면과 관련된 질환이나 우울감은 환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수면과 식욕의 저하

는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으면 매우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추후 치료

와 정신치료를 용이하게 한다. 때로 증상이 너무 심하고 자살 사고가 지속된다면 단기

간 입원치료가 효과적이다.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은 아픈 기억에 대한 자극을 증가시

키고 있거나 과거사건의 재경험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신문이나 미디어에

서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거나 고통에 처한 가족, 안 좋은 가족 소식, 금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어질 수 있다.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의 문제도 두려움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직장과 학교에서 

받는 압력과 스트레스는 주요한 실제적인 사례이다. 일상적인 생활사건과 증상이 관련

된 환자를 돕는 것도 종종 의미가 있다. 복지단체, 종교단체, 북한이탈주민 후원단체로

부터 도움을 얻는 것도 환자의 수입과생활 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서 스트레스를 극적

으로 줄일 수 있다. 종교와 종교적 신념은 지지적일 수 있다. 환자는 과거 자신이 살았

던 문화와 새로운 정착지에서 사회적인 문화에서 혼란감을 느낄 수 있다. 전통적인 가

치와 운명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은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환자들은 종종 과거 외상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믿음에 대해 

차별을 하는 새로운 사회에 의한 것으로 인해 심하게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한

다. 때때로 말이 필요 없이 단지 조용하게 동반자로서 환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도

움이 된다. 비극적인 스트레스 혹은 잔인함에 대한 존재론적인 접근이 치료자와 환자

가 서로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결국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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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던지 혹은 언급하는 것에 추가되어 질 수 있다. 죽음과 삶의 가치는 생존자의 삶의 

문제를 조화롭게 하는 영구적인 관심영역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일을 수용할 수 있고 

환자가 이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적 접근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심한 외상경험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증상이 널리 퍼지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고 이에 관한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임상가들이 이러한 질환을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사건에 대한 회상, 반복적인 

사건에 관한 꿈과 악몽 마치 외상적 경험이 다시 일어났을 때처럼 느끼는 슬픈 감정, 

사회적 마비와 위축감, 제한된 정동(기분)과 깜짝깜짝 자주 놀라는 각성상태의 증가, 

수면과 관련된 질환, 죄책감, 기억력의 장애,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상되는 활동을 

피하는 행동, 외상과 유사한 사건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증상의 재활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도 이러한 증상들은 흔하다. 특히 과거의 외상경험과 관련된 

반복적인 사고와 악몽은 매우 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관찰되어진다. 북한이탈주민

은 종종 이러한 세부적인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경험이 없기도 하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부정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는 이러한 방식과 태도는 스트레스에 대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식과 

태도를 통해 침습적인 생각과 악몽을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상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심

한 후유증상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오기도 한다. 이러한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소름끼치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을 알 수 있게 되는 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

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는 것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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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그들의 참혹한 이야기를 한 후

에 1-2개월 연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아마도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함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더 악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돕는 몇 가지 치료적 접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환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강요한다던지 위축되

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상담하고 싶을 때 예측가능하고, 

구조화되고 지지적인 정신치료적 접근을 논의할 수 있다. 

2. 환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학교 혹은 직

장에서 규범과 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회적이고 행정적

인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3. 항우울증 약물치료는 우울증상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의 증상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도 하고, 심한 외상이후에 일

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심각한 임상적인 도전대상과 치료대상자로 여전

히 남기도 한다. 

Ⅲ. 결 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외상의 치유는 매우 어려운 정신 치료적 과제이다. 그들의 

정신적 외상과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장벽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들이 겪은 어떤 경우의 스트레스는 치유가 

매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변할 수 있고 항상 삶이 고정적이지는 않다. 

치료자는 임상적인 객관성을 유지해야만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의 단계를 이해해야

만 한다. 장기간의 지지적 관계 수립과 증상발현에 있어서 현재의 스트레스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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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일,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의 완화,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전통

적인 가치를 강화하는 일은 치료적인 접근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고

통을 함께 할 더 많은 치료자가 필요하다. 또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임상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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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토론문

고복자 (인천기독병원 정신과)

레노스 파파도푸로스 교수님의 북한 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발표에서 북한이

탈주민들의 회복력(Resilience)과 역경을 통한 성장(Adversity Activated Development: 

AAD)에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이 그들의 치료에 중요함을 동의합니다. 

김희경 교수님이 발표하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따른 건강의 추이와 과제에서 일

년 단위로 그들의 정신병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해마다 각 지원센터에서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사회기술 훈련, 부모교육 등 정신

건강증진관련 강의, 직업훈련 등)을 시행하면서 정신건강 상담과 필요한 검사들을 지원해 

주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 1회라도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또 다른 이름)진료를 성심

껏 하고자하는 새터민 진료지원 병·의원 정신과에 연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과장님의 정신적 외상 증후 현상과 치유에 관한 발표에서 북한 이탈주민들

이 겪은 외상경험은 매우 심각하나 정신적인 문제를 병으로 인식하지 않아 치료를 받

지 않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때로는 단지 환자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하나원에 공중보건의 파견이 되지 않았던 시기, 새터민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

셨던 김이영 교수님의 권유로 2007년 잠시 진료를 돕게 되면서 새터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그들의 고통을 알고부터는 한국여성정

신의학회에서 새터민사업을 시작했고, 새터민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 정신건강상 문제

가 있는 학생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일반 학생(새터민 학생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 학생으로 지칭)들

을 진료해온 경험과, 2007년 일반학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인 새터민 학생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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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진료 경험과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새터민 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대안 학교에서

의 새터민 학생 진료 경험을 정리해보면 첫째, 새터민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공부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강하며, 자립적입니다. 둘째, 심리검사에서 새터민 학생의 지능검

사결과는 잠재능력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오며, 셋째, 정서적인 지지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도 비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으로 쉽게 변합니다. 

정신적 외상이 많은 새터민 진료에 EMDR치료가 수시로 필요하리라 생각했지만, 

주로 보드게임(Blokus, Chess, Rummikub 등)을 함께하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들

어주는 지지정신치료를 시행했고 EMDR치료는 현재까지 단 한번 시행했습니다. 청소

년기는 좋은 환경에 속한 건강한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자신이 태어

나고 자란 고향과 부모, 형제, 친척, 친구를 떠나 전혀 낯선 환경에서, 인간관계를 비롯

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고, 많은 정신적 상처까지 가진 그들이, 자

유롭게 상상하고 놀면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 청소년기의 특

권을 모두 반납하고 전 세계적으로 학력경쟁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남한 사회에서 지

금까지의 학력결손을 보충하면서 학력경쟁의 대열에 들어서서 미래를 향해 힘껏 전진

하는 모습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미래가 보장된다면 그간의 모든 어려움은 지나간 일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을 함께 하

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새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터민 학생들이 일반학교보다는 기숙형 새터민 

학교에서 더 적응하기 쉬운 것처럼 어른들도 하나원에서 사회로 바로 나가기 전에 소

규모의 직장과 숙소가 같이 있는 중간 집단 거주지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일정기간 받

는 것이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를 떠난 새터민 청소년들이 

목적을 잃고 방황하면서, 품행장애나 약물남용 등을 보이고,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들이 더 일탈된 행동을 하기 전에 회복

을 도울 수 있는 치료를 겸한 대안학교, 기술학교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새터민 어른들 역시 알코올중독, 우울장애등 정신과적 문제들로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원치료와 직업치료를 겸할 수 있

는 입원시설의 필요성도 제안합니다. 

새터민은 난민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다문화가정보다는 더 차별화된 

혜택과 사회적인 지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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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과 심리에 따르는 현 보건의료 상황

: 북한의료 체계에 대한 간단한 이해

최희란 ( 직의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로 우선 진료 과정에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게 된다. 진료 과정에서 의학 용어의 새로움과 진단명에 있어서 전에 접하지 

못하였던 부문들은 내원 당시 정신과적 긴장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전제로 되며, 

이러한 진료 상황은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의 어려움, 진료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병경과의 호전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병원들에서 보조진단시설을 이

용한 기능진단과 전기 사정의 긴장으로 확진 계획으로 간주되었던 부문들을 거의 수

행하지 못한 채 환자 치료에 임해야 한다.

북한의 진료 과정은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 드린다면, 환자가 내원하면 접수를 한 후 

분류에 기초하여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외래과로 가게 되며, 환자

를 접하게 되는 의사는 환자에게서 주호소, 부호소, 현 병력, 기왕력, 생활력, 현증과 함

께 계통별 전반적 진찰을 한 후 예비 진단을 하게 되며, 병력서에 확진 계획을 세우게 

되나 그것은 외부적 환경의 제한으로 실시할 수 없다.

북한의 진료 환경은 기능진단시설 이용 불가로 의사들의 임상경험 자질적 측면을 

실제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와 만났을 경우 오진은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제로 됨은 믿어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북한의 의료상황과 근본적인 차이로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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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한의 진료는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의사는 컴퓨터로 모든 것을 조정하며, 의사

의 주관적 진단보다는 보조진단시설을 위주로 진행하는 환경에 처음 접하게 됨은 엄

청난 혼란을 받게 된다.

진료체계의 차이는 환자가 내원하여 호소하는 부분이 마치 의사에게 지시하는 것으

로 잘못 이해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실례로, 유방에 덩이가 있는 

환자가 내원하여 “선생님, 저 유방에 종물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유방암이 아닌지 봐

주세요”라고 호소하면 의사가 생각하기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정도인

데 왜 병원에 오냐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며, 결국 환자가 의사에게 지시하는 것

으로 오인하게 된다.

의학 용어 상의 차이는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잘못 이해하거나 의사전달의 불충분

성으로 호상 간 안타까운 부분으로 되고 있으며, 이 모든 점들은 진료 상황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주요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미 남한으로 오기 전 경로와 이러저러한 외부적 요인의 관여로 

육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다. 불안

정한 상황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며, 

저항성이 매우 저하된 그들에게 있어서 질병 발생과 질병의 고질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에 걸림돌이 되며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열등감,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따르는 심인적 불만감으

로 하여 정신과적 긴장,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전신질환들이 기질적이라기보다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할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나, 의사의 불소통과 이해의 제한

성으로 원만한 진료 상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부분들과 정신적인 측

면을 다루어야 할 정신과 영역을 보다 진보적인 환경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내원한 환

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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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증상의 표현

전 진 용

동  명지병원 정신과

Ⅰ. 사회문화적 차이와 의료

1. 의료와 사회 문화

의료는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한 문화권에서 질병으로 인식되는 증상이 다

른 문화권에서는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예도 있으며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시대에

는 질병으로 인식되었다가 다른 시대에서는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예도 있다. 따라

서 한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 다른 문화로 이동했을 때 사회 제도, 문화, 언어 등 여러 

영역에서 혼란을 겪게 되지만 의료나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

고, 이러한 어려움은 의료 이용에서의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2. 사회 문화적 차이와 질병의 예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질병이나 의료에 대해 차이가 있는 점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후 조리’와 ‘산후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 출산 이후 산후 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북한을 

제 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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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한국 문화권, 더 나아가서는 동양 문화권이나 일부 다른 문화권에서는 출산 후 

산모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느끼고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에 산모가 산후에 너무 무리를 하거나 몸을 차게 두었다

고 하면, 이로 인해서 근육통이 있고, 몸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이러한 내용이 과학적인

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증상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나 라포(Rapport) 형성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출산 과정에서 내분비계

의 이상이 생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잘못된 믿음이 정신과 영역에서 말하는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를 유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의 원인이나 과학적 기전을 따지는 것과 함께 환자의 믿음을 이해하고 바

라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체했다는 개념이 있다. 이러한 개념도 한국이나 동양 문화권에는 있지만 

서양 문화권에는 없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소화 장애의 개념이겠지만, 이를 

소화 장애로만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원인이 소화 장애로 인한 것

이지만, 단순한 위염(Gastritis)으로 바라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기능성 소화 장애

(Functional Dyspepsia)로 바라보는 데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또한 일부 환자들

은 불안(Anxiety)나 신체화 증상(Somatic symptom)을 체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심장의 문제(Cardiac problem)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도 앞서 이야기한 ‘산후 조리’나 ‘산후탈’과 마찬가지로 증상의 과학적 원인 규명도 중

요하지만, 환자의 이러한 표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환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한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과 의료 이용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회 문화적인 차이는 증상 표현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이들의 증상 표현의 차이, 더 나

아가서는 의료 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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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료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이를 통해 이

러한 특징들이 의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언어적인 차이 

북한과 남한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언어적인 특징이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한의 언어는 많은 부

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가장 많은 차이점은 외래어이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개방

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외래어가 국어에 유입되어 사

용되는 예가 많이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폐쇄적인 사회로 일부 외래어가 사용되기

는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말로 이루어진 표현이 더 많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외래어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북한

의 표현은 더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경우가 많고,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 다르기도 

하며, 같은 말이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이들의 정착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만 이들의 의료 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표 1. 병원 환경에서의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의 

남한의 언어 북한의 언어

X-ray 트겐

치아, 이빨 이발

차트(Chart) 깔따

소장(small intestine) 가는벨

연고 고약

쓰러지다 번져지다.

아 다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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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에 따른 차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 의료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사회문화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도 그 중의 하나로 이러한 사회 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

한의 의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북한은 사회 보장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일하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와 함께 진

단을 받기 위해서도 병원을 방문하고, 이 때문에 질병에 대한 과도한 호소를 하게 되

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건강에 대해 국가가 돌보아 주는 사회주의 의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데 대해 소극적이 된다. 남한의 경우 다이어

트 열풍 등 최근의 사회 열풍 속에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

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건강을 누군가가 챙겨주어야 하는 것

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의 당

뇨병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운동, 꾸준한 약 복용, 식생활 관리 등 본인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당뇨병의 경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물론 북한이탈주

민들도 건강식품이나 몸 보신 등 자신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는 

허약이나 질병 상태에서의 회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조력자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다.

3. 북한의 사회제도 붕괴에 따른 영향

북한은 최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량 탈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겪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에 대해 접근할 때 영양을 생각할 여유 없이 끼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

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남한에 정착한 후에도 바쁜 생활, 사회경제적 수준 등으로 고열

량 저영양 식품(Junk food)을 섭취하게 되고, 영양에 대한 관심에는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료 제도의 붕괴로 인한 영향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의료 기관의 이용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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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보니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자신이 직접 진단하고 그에 따른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

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나 진통제, 수면제 같은 약물의 남용이 심하게 

되고, 의사의 처방이 없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약물에 대한 의존이나, 진통제로 인한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특히 결핵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서 결핵 내성균의 발생 

등의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요법과 대체 의학의 사용이 많아져서 어디

가 아프면 어떤 식품이 좋다는 식의 자기만의 치료를 확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향, 민간요법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남한의 의료진들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신

이 원하는 진단이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치료가 아니면 의사나 의료진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질환에서도 항생제를 요구한다거나 과도하

게 주사를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나 의료 만족도를 낮게 하는 경우도 있다.

4. 한국 사회문화와의 유사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문화와 남한의 사회문화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점은 남한의 

문화와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사회 문화를 바라볼 때 이들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남한 문화와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같으면서 다른 문화’라는 점을 염두해 둔다면 이들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북한이탈주민의 증상 표현의 특징

1. 직접적인 내장 기관이나 질병의 언급

북한이탈주민들은 질병 표현에 있어서 직접적인 내장 기관을 언급하거나 질병명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사람들은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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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간이 아프다’, ‘담낭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기관

지염인 것 같다’, ‘편도염인 것 같다’는 등의 질병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경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진단은 실제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진단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가 진단한 진단인 경우가 많아 남한의 의료진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2. 남한과의 개념 혼란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떠한 질병이나 불편감에 있어서의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입에서 쓴 맛이 나면 담낭이 안좋다’거나 ‘속에 냉이 

많아서 소화가 안된다.’라는 등의 민간요법의 개념과 한의학(Oriental medicine)의 개

념을 혼합해서 자신들의 불편감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안 증

상에 대해서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심근염, 부정맥, 심장병 등 심장이 좋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질병 표현 역시 남한 의료진

들의 과도한 검사를 유발하거나 의사 소통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3. 질병의 지속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낫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은미 등은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질병 표현을 질병의 고착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 하나원 진료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질병을 ‘만성 질환’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북한에서 여러 번 치료해도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

지고 완전히 낫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소화 장애가 지

속되는 경우 자신을 ‘만성 위염 환자’, ‘만성 담낭염 환자’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

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질병이 지속된다고 믿는 경우, 이들은 완전히 치료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사나 의료 이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남한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에서 어려

움을 겪기도 한다. 또 자신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이

나 우울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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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이탈주민과 신체화(Somatization)

1. 질병 상태의 이해

표 2. 질병 상태의 이해

객  증상

있음 없음

주

증상

있음 (1) 질병 상태 (2) 신체화 장애 진단되지 않은 질환

없음 (3) 질병의 단계 (4) 질병이 없는 상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불편

감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질병 상태를 크게 보면 표2와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인 (1) 상태이다. 예를 

들면 기관지염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기침과 객담이 있고, 객관적인 검사상에서 청진상

의 이상 소견이 있고, X-ray상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누구나 질병

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또한 주관적인 증상이 없고, 객관적인 증상도 없는 (4)의 

상태 역시 누구나 질병이 없다고 인정하게 된다. (3) 상태는 질병이 진행 중인 상태이

다. 객관적으로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아직 질병이 진행되지 않아 주관적

인 증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객관적인 검사상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나 질병의 전단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2)의 상태이다. 이때는 환자는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지만 심전도, 위 내시경 등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때 환자와 의료진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첫 번째로 아직 

진단되지 않는 다른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심인성(Psychogenic 

symptom)에 대한 생각이다. 모든 질환에 있어서 기질적인 원인(Organic cause)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정 하게 밝혀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체화

(Somatization)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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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들(Medically unexplained physical symptoms, 

이하 MUPS)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능적 증상(Functional symptom), 신경성 또

는 심인성 증상(Psychogenic sympto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 외국의 조사에

서는 진료 환경에서 15-30%의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신체형 장애(Somtoform disorder)를 바라보는 정신과적 관점

<그림 1> 신체화 증상의 설명

신체형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들

(Medically unexplained physical symptoms, MUPS)을 포함하는 검사상 이상이 없

이 심인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신체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쾌한 정신적인 감정을 신체증상으로 대치(displacement)하는 경우이다. 예

를 들면 우울을 경험하는 대신에 장의 기능에 집착하고 장이 좋지 않다고 느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징적인 수단을 통해 의

사소통을 하는 경우이다. 예들 들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히스테리성(Hysterical)으로 

양측 하반신 마비(paraplegia)를 보이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통해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양가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죽은 후에 죄책감과 연관

되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들이다.

몇몇 학자들은 신체화를 통해 대인관계를 조정하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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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동정을 얻는 이득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아팠을 때 출근이나 출것 같은 의무에서 해방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라는 개념 역시 신체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러한 상태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신체

로 표현하게 되어서 신체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3. 북한이탈주민과 신체화(Somatization)

앞서 신체화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체화 증상을 보인다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안은미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검사 상 뚜렷하게 이상이 발견되

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였고, 전진용 등도 신체화 증상 척도 검사상 27.6%

가 신체화 증상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김현아와 전명남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MMPI)에서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의 척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심리적 외상(trauma)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체 증상에 민감하고, 심리적 외상이 신

체 증상을 유발한다는 보고, 한국 문화권의 사람들은 신체 증상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관련지어서 설명한다거나, 한국 민족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의 신체화 증상의 원인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안이나 우울의 하나의 형태로 신체화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

저 가면성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울증이 

우울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기 보다는 우울로 인한 두통, 소화 장애,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또한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불안 

증상 보다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신체적인 증상에 환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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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는 경우이다. 물론 남한 사람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있고, 앞서 MUPS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내과를 찾는 환자들의 일부도 이러한 불안 장애를 신체장애로 오

인하는 경우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한 사회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남한보다 더 심하고, 또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들은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 신체 증상으로 받아들이기 더 쉬울 것이다.

두 번째로 의료 혜택의 문제로 인해서 신체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

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의료제도의 붕괴로 인해 자가 치료를 하게 되고, 중국이나 제3

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불안정한 신분, 언어 소통의 문제,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큰 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현

재 몸 상태를 자신이 아는 질병과 일치시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조그만 증상에도 

큰 병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진단명이 나왔을 때에는 다

른 의사를 찾아가서 또 다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사회문화적인 차이도 이들의 신체화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하

나의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말하는 ‘체한 것 같다’는 표현은 한국에서 있지

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심인성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 장애의 가능성이 떨

어지는 불안으로 인한 ‘체한 증상’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는 힘들다. 또한 

북한에서는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를 심장신경증(Cardiac neurosis)라고 표현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심인성(Psychogenic) 문제를 신체 질

환과 연관 짓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에게 신체화 증상을 납득시키기는 더 힘들다. 

또한 남한에서는 의학적 진료와 한방 진료(Oriental medicine)가 분리된 반면, 북한에

서는 한 의사가 한방 진료까지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설명이 더욱 모호

해지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의 의료 행태도 신체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북

한이탈주민들을 진료하다 보면 질병을 치료와 함께 진단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한다거

나, 진단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환자

들보다 진단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진단

만을 알아서 장마당(북한의 시장)에 가서 스스로 약을 사먹어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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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북한에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진단서가 사회 보장을 받고 노동의 의무에서 해방시

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체화는 대인관계를 조정하

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동정

을 얻는 이득과 관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특성이 심리적으로 신체화를 

더욱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이차 이득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화는 이들의 힘든 남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무를 

줄여주고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화의 문제점은 이들이 신체화 증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

다.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신체화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신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 물론 국내외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난다. 남한 국민들

도 정신과를 내원하기 전에 여러 과를 들러 다양한 검사를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한 경우 소화기 내과, 심장 내과 등을 경유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해 정신과에 내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한 어떠한 증

상이 있을 때 기질적인 원인을 알아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금 다른 예이지만 미국

에서는 걸프전(Gulf war)에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MUPS를 ‘걸프전 증후군

(Gulf war illness)’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때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상을 정신보건의

료인들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질환으로, 정신보건의료인들은 정신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 경우 여러 의사들의 다른 견해로 인해서 MUPS 환자들

이 여러 전문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

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증상을 신체적 원

인이 있는 질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나 닥터 쇼핑(Doctor shopping)

을 계속하게 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기관의 조력자들도 정신과적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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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닥터 쇼핑을 

도와주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초점은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담사들 역시 이

들의 신체화 문제를 내과적인 문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문제로만 보고 관심을 가지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 증상의 해결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체화 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정신과 질환(Psychiatric illness), 외상(trauma)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지 말고, 문화적 적응의 문제로 바라보아야만 이들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 조력자들도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이들의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들이 남한의 의료에 적응

해서 생활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 론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증상 표현의 차이로 인해 의료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부터 2008년 국립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진

료 통계 발표를 살펴보면 질병의 치료가 아닌 검사를 위한 내원이 10.8%를 차지했으

며, 이는 전체 질병 중 4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남한 의료

진과의 의사 소통, 사회문화적인 차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차이 등이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신체화(Somatization)이나 의학적으로 설

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들(Medically unexplained physical symptoms, MUPS)의 

이해가 이들의 남한 의료 이용 행태를 이해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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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의료이용 실태

김 종 흥

한 십자사 인천병원

Ⅰ. 서론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010년 11월 2만명을 초과했으며 현재는 22000명

을 넘어섰다. 1948년 정부수립이래 누적되던 숫자가 1999년 1,000명을 넘어선뒤 2007년  

1만명시대, 이어서 불과 3년만에 입국자 누계 2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급증

하고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들을 진료하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보건의료 문제외에도 남한사회 정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외에도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건강문제, 남한사회와의 문

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체험

하고 있는 하나원의 하나의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및 상담실을 

통한 진료지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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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특성 및 의료행위추구 행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의 경제적 궁핍을 들수 있는

데 이로 인한 영양상의 문제가 여러 질병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남한의 일반주민들과 비교한 연구결과가 많

이 나오고 있다.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2009년 6월 김철한, 전진용)에서 발표된 자료를 통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의 건강특성을 보면, 남한 성인과의 현격한 신체 조건차이를 보이며 높은 남성 흡연율

을 나타내며 열악한 치아 상태를 나타내며 구타 및 상해 등의 신체적 외상 경험의 비

율이 높으며 약물 오남용의 빈도가 높게 나온다. 또 다양한 신체 증상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기 곤란한 다양한 방식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에서 기인 할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은 위장병

이 6.4%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약 2배(13.4%)로 높았고 결핵은 한국의 유병율 

0.3%보다 12배 정도높은 3.8%, 심장병은 한국의 0.3%보다 2.9%로 높았으며, 남한에

서는 사라진 전염병인 파라티푸스가 1.0%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2006년 WHO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환자는 10만명당 177명으로 보고하였

다. 황지윤 등(1999년)에 의하면 B형 간염 보균율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1회용 주사기 미사용으로 병원

치료중에 2차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약물남용과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핵치료제로 쓰이는 

Isoniazid(이소니아지드)의 오남용으로 실제 북한이탈주민 결핵 환자중 56%가 내성

율을 보이며, 그들 중 21%는 다제내성 환자로 밝혀졌다.(결핵연구원, 2009) 중국제 소

염진통제인 정통편, 마이신,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아편 등의 약물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매매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중국에서 시술받은 루프삽입은 만성 골반내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

다. 영양부족의 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되면 비

만과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상민, 2009).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치아의 장기간 관리부재로 인해 치아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열악한 치아상태는 빈번한 위장장애를 나타낸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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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분 류 환자수 % 비고

1 소화기계통의 질환 254 11.5

2 근육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253 11.4

3 건강상태  보건서비스 에 향을 주는 요인 247 11.2
*

4 달리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검사의 이상소견 239 10.8

5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215 9.7

6 호흡기계통의 질환 168 7.6

7 신생물 105 4.8

8   부속기의 질환 102 4.6

9 순환기계통의 질환 102 4.6

10 특정 감염성  기생충 질환 99 4.5

11 신경계통의 질환 96 4.3

12 피부  피부 조직의 질환 88 4.0

리움과 죄책감,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오는 체제 차이와 문화차이에 따른 스트레스

로 우울증과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함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오는 절망감을 겪

기도 한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진료상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증상의 표현과 진단이 남한과는 다른 

생소한 표현을 쓰며, 과도한 검사 요구와 검사 결과를 불신하기 일쑤이며 북한의 붕괴

된 의료체계 하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가진단 및 처방, 검증되지 않은 민간처방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 의학용어의 차이, 진료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간에 신뢰감(rapport) 

형성이 쉽지 않다.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의 한국표

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주진단명을 분류한 저자의 자료(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8)에서 보면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나 근골격계통의 질환

을 가진 환자가 제일 많고 이와 유사한 정도로 명확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신체 이

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이 있다. 이는 아마도 본인의 질병을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정신 

심리학적 영역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한국표 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주진단 순  (2006년 5월～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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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분 류 환자수 % 비고

13 정신  행동장애 77 3.5

14 귀  꼭지돌기의 질환 52 2.4

15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41 1.9

16 임신, 출산  산후기 31 1.4

17 내분비, 양  사질환 26 1.2

18 액  조 기 의 질환과 면역기 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8 0.4

19 선천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7 0.3

계 2,210

새터민들의 조기정착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는 신분안정 조치로 보호대상자로 결정

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정착금을 지원하고, 사회적응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

을 실시하며, 취업알선도 하고, 주거지원금의 지급 및 임대주택 알선, 그리고 학비 및 

입학지원도 한다. 사회에 편입된 후 희망자 전원에 대해 의료, 생활보호 대상자로 편입

시켜 생활안정을 기하게 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생활보조금 지급도 한다. 

새터민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직장을 갖기 전까지 의료급여 대상이어서 진료 시 

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그 중 일부분만 본인에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이라도 초음파검사, MRI 등 진료과정중에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을 상

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취직후 직장이나 지역 의료보험에 적용되어 부담하는 진료비 역

시 큰 부담으로 여긴다. 최근 정부가 직장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됐던 북한이탈주민에게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 의료급여

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병원 이용시 어려움에 관한 (사)새조위의 설문조사에서 ‘의사/간호사의 

설명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어려움(28.5%)’, ‘질병 상담시 나의 의견을 의사에게 전달

하는 것(24.5%)’, ‘진료절차를 밟는 것(23.5%)’, ‘진료나 치료등 병원에 대한 믿음

(18.5%)’, ‘진료비 지불 관련(18.0%)’,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것(12.5%)’으로 조사

되었다. 이 조사에서 보면 결국 의사 소통, 남한 체제에 대한 이해, 경제적 부담의 문제

로 귀결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20, 30대는 경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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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외로움, 건강이라고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건강이 가장 문제이고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건강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배나 높다.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은 구직 및 취업유

지에 필요한 신체조건을 가질 수있게 하기위한 활동이라고 사료된다(신미녀 외, 

2009).

Ⅲ.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해 남한에 들어오면 합동신문센터에서 신문 및 조사과

정을 거치고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3개월 가량 받게 되며, 그후에 

거주지 편입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내 하나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1차진료가 이루어지는데 개별 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받게 된다. 하

나의원에서는 내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정신과가 있다. 하나의원에서의 1차진료 

후 2, 3차 진료는 안성의료원과 단국대 천안병원에서 하고 있고 의정부성모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2, 3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할 때 앞에서 기술했던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생계급여 및 의료보

호 1종 수급권자 자격 등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 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장벽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제공하거나 감면시켜 주는 것이다. 이외 비보험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단

기성 의료봉사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하나센터와 의료단체나 병원과의 네트워크

를 통한 지원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NGO와 병원 혹은 NGO, 지자체 혹은 공기

관, 병원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의료지원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지원에는 민

주평통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와 상계백병원, 이천시 여주 경실련과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그리고 이천시, 서울 양천경찰서와 양천목동중앙치과병원, 샘병원과 안양 경

찰서등의 사례에서 민관협력으로 협약을 맺어 의료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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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지원외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협력하여 전국적인 의료지원을 시도하였다. 

2006년 5월 2일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진료지원을 시작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새조위 

소속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2명을 상근시켜 진료지원 및 고충상담을 전문으로하

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2008년 7월에는 전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

상으로 콜센터를 개설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회, 문화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는 남한사회로의 빠른 정착에 큰 도움이되었다고 보며 이어서 

2009년 충남대학교 병원에 제2 상담실이 설치되게 되었다. 국립중앙 의료원의 북한이

탈주민 진료 실적은 다음과 같다.(표2)

표 2. 연도별 환자 진료실

구 분 계
입원환자 외래환자

비고
실인원 연인원 계 진 재진

2006 1,631 51 578 1,053 389 664

2007 3,799 182 2,147 1,652 552 1,100

2008 6,186 287 3,077 3,109 971 2,138

2009 6,133 274 2,475 3,658 1,092 2,566

2010 4,898 291 2,646 2,252 697 1,555 2010.9 재

총계 22,647 1,085 10,923 11,724 3,701 8,023

Ⅳ.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시스템 모색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특성과 의료행위추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민간단

체, 탈북자단체, 전국의 하나센터들이 각자 혹은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노력

하고 있지만 남한 민간 의료기관의 강한 이윤추구 경향과 의료의 보장성은 낮고 본인

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경제력이 빈곤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이용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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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자원의 비중을 높여 공공의료기

관의 전문적 역량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진료하고 올바른 건강증진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은 하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

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에 입소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해서 전염병 관리, 개인별 병력관

리, 만성병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맞춤의료를 시행하여 사회로 복귀시 개인별 

건강수첩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역사회로 보내면 각 지역의 하나센터와 보건소, 지

역 의료기관(인천 적십자병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등)이 연계하여 치과적 질환, 

흡연, 음주와 같은 나쁜 건강행태의 개선, 심리사회적 지원, 만성병 예방관리, 성매개

질환, 피임, 자궁경부암 검진, 임신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회,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개선을 시행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수준이 아닌 의료전문가를 동원하거나 지역보건소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겠다.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지원센터와의 적극적 

공유도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새조위와의 협력관계처럼 민

간단체와 지역거점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민관의료지원센터의 설립은 대부

분 북한이탈주민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민간단체와 공공의료기

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동원하여 의료지원 효과를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가 

있다.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 기존 활동의 연장선상이므로 비용이 적게들고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이 

훨씬 좋다. 정부주도로 하게 되면 남한 국민들이나 다른 이민자들과의 형평성에 따른 

정책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내 통합지원 기구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분산 되어있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의료사업 지정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나 관계기관 협력 하에 

하나원 수료자를 병원에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의료지원

의 지역적 거점으로 운영되게하고 특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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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통해 상담을 통한 생활의 길잡이 역할, 그리고 사랑방 역활을 하므로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공간으로 활용되게 한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시스템 구축

궁극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이 성과를 보기위해서는 의료지원에 관

여하는 전문가나 전담직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애정, 연민을 가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Ⅴ. 결론

저자가 (사)새조위와 협력하여 시작한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는 진

료비 지원, 새터민 출신 상담원이 상주하는 상담실과 콜센터 개소를 통해 경제적 장벽과 

소통의 장애를 줄여 새터민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2006년  

5월 2일 국립의료원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를 개소한 이래 2010년 9월 30일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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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7명(연인원)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매년 내원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내원 환자들의 진단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로 분석해 보면, 건강검진을 포함한 

단순검진의 비율(22%)이 제일 높고 이외 소화기 계통의 질환, 근골격 계통 및 결합조

직의 질환, 비뇨생식기 계통의 질환의 순위로 진단되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시 의료진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하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하나원에 입소해서 각 개인별 맞춤의료를 시행하여 사회로 복귀 시 개인별 건강

수첩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역사회로 보내면 각 지역의 하나센터와 보건소, 지역 의

료기관이 연계하여 1차 의료지원을 하고, 이와는 별도의 축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새조위와의 협력관처럼 민간단체와 지역거점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민관

의료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의료지원의 지역적 거점으로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민간

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동원하여 지원 하므로써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의료지원 효과를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러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먼저 의료지원에 관여

하는 전문가나 전담직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애정, 연민을 가지는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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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문화의 차이와 북한이탈주민 건강”에 대한 토론문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증가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남한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정착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지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인진,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적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지원의 문제는 경제적 자립‧자활에 초점이 맞추어 

다루어졌다. 그러나 취업하지 않는 원인, 취업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

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교적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여 건강한 정착을 위해 이들의 기초가 되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

과 정착과정에서의 중장기적 지원체계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 안정적 정착은 안정적 

직업을 통해 가능하겠으나, 이 또한 안정적인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서 가능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20～30대는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 

건강 순으로 답하였고, 40대 이상은 건강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도 응답하고 있다(신미녀  

등, 2009). 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기보다 건강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정착의 

기반이 되는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연계된 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이주를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의사소통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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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면에서 우리

와 동일할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60년 분단으로 인한 전혀 다른 

북한의 정치‧사회‧문화권에서 형성된 북한주민이 우리와 매우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북한체제가 남한체제와 다른 것처럼 북한주민 또한 남한주민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상이한 사회‧문화권에 성장기반을 둔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이주지역인 우리사회

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함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통해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문으로 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상담자 또는 의료진은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국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지라고 북

한이탈주민이 이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동일한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을 통해 해

결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비용, 개인에게 주는 고통 등 기회비용 손실에서 매우 비효율

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최초 방문한 상담 및 의료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갖춘 상담사나 의료진이 배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언어, 사회 및 문화가 상이함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신

체증상을 표현하거나 처지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의료처치의 종결을 

어디까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초기 상담 시,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기초항목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행위

에 대해 포함될 것을 권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 장면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원인이 경제적인 

것인지, 가족적 문제 또는 대인관계 등 내담자 주변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다루

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열악한 영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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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의료체계, 이주과정에서 의료지원 사각지대 노출, 정착과정에서의 의료인식 차이 

등 삶 전반에 거쳐 의료 처치에 대해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지원을 위해 초기 상담부터 의료행위, 약물 오남용 실태, 자가 진단 행위, 닥터 

쇼핑 등에 대한 상황이 점검되고 전문가에 의해 처치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정신-건강지원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사나 의료진이 모든 의료시설에 배치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이용자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에 다양한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료시설을 선호하거나 집중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로는 자신

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거부감이 없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해해 준다 등을 들

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특성과 의료행위 추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맞춘 의료시설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북한이탈주민 입국 시점부터 적용되는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은 국내 입국한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조사

기관에서 약 3개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3개월 등 총 6개월간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정신건강의 

회복과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상황과 상태, 

지역배치 이후에 처치해야 할 기본 자료들이 개인별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의 회복은 지역별로 정착 시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정부조사기관, 하나원

의 의료지원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정부조사기관과 하

나원의 의료지원 연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후 지역별로 의료지원시스템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단체, 탈북단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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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 기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를 수행하였던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구축이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지역별 의료지원시스템 역시 하나원과 연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동일 진료 반복‧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단계

적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그러하다. 대표적인 예로 (사)새조위가 국립의료원, 충남

대병원 등 지역거점 중심의 병원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각 병원 내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와 같은 형태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센터-전문상담사-민간

단체-탈북청소년 재학 학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한편 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

는 중앙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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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언어문화 친화적 보건의료 지원체계

박상민 (서울 학교 가정의학과)

남북한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경제인 격차와 언어문화적인 이질성은 이미 

상당히 커진 상태이다. 남북한의 보건의료도 60년 이상의 시간과 남북한 경제력의 차

이로 인해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인력과 시설의 수준, 서비스의 질에서 점차 그 격차

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연구자 및 학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제 3국 체류 및 남한에서의 정

착 과정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사회적응과 정착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의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을 ‘북한이주민’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주민의 관

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들에 각 이주 단계에 따라 겪게 되는 보건의료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주민 집단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라면 남한의 일반국민 사이의 건강 

차이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주민’의 용어에는 남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북한에서

의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포용성이 전제로 깔려 있다. 외국에서

도 이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반

영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주민에게 

유사한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이용실태’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입국 후 진료받은 질환은 소

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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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때는 북한이탈주민이 이주와 재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인 이해도 

함께 필요하다. 북한에서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증상이 

있는 정형외과, 소화기계,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주로 의료기관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이주민에서 흔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증상이 없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일부 보고에서는 B형간염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진으로부터 설명 받지 못하거나 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진단받았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실제 병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하여 조기에 조절하거

나 예방할 수 있는 병을 키워서 합병증이 생긴 이후에야 의료진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

이 증가하고 있다. 추후 만성질환의 실제 유병률, 인지율, 선별검사 참여율과 같은 항

목들을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28.5%에서 ‘의사와 간

호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어서’라고 답하였으며, ‘의사에게 의사전달이 어렵다’는 

경우가 25%, ‘진료 절차가 까다롭다는 경우’도 24%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

은 의료시설 이용 시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을 알아듣는 것과 상담 시 의견을 의사에

게 전달하는 것 등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일차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하여 연

수 교육을 통해 북한이주민이 가지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설명 모델

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차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다. 특

히, 북한이탈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및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 출신의 전문보건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북한출신의 의사, 한

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 인정절차 및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주민들의 상황과 실태를 직접 경험한 북한 출신 보건의료인력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며,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

는 단순히 보건의료지원의 문제를 떠나서 북한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남한에서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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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지원 및 교육‧취업 지원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는 북한에서 취득한 보건의료면허는 그대로 인정받지는 못하며, 소정의 절

차를 거쳐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의료 환경과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출신의 전문 보건의료인력이 남한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도 종합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접

수, 안내 업무 및 병간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의료상담

원 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의료제도의 차이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남한사회의 의료체계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상담

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시설 이용 시 문제가 되었던 언어‧사회문화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것이다. 새조위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은 이러한 사회언어문

화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1년 4월부터 1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방문간호 북한이탈주민 도우미 사업‘이 시

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방문간호사와 북한출신 도우미가 함께 팀이 구성되어 있

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문화적인 장벽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건강교육,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통일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사회언어문화적인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통일 이후 기본

적인 사회안전망을 대비하는데 필수적이며,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이

주기구에서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이 통일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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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문화의 차이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대한 토론문

정성일 (이진 정형외과)

저는 2004년 탈북하여 현재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정성일입니다.

오늘 이런 큰 회의에 토론하게 되어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며 또 토론하게 하여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서 토론하신 김종훈 선생님 전진용 선생님들의 토론에

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하셨고 하여 저는 북

한이탈주민으로서 또 의사로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간단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탈북자들은 남한정착초기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밤마다 북한에 가서 북한 보위부와 안전부에 기는 꿈을 꾸며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앞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결핵에 걸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사회복지사님이 찾아오시어 저의 고충을 들어주

고 격려 해주셨고 또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

다. 보통 탈북자들은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의 어려움으로 육체적 질환과 함께 많은 정

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과 의사

가 된 후의 꿈이 있어 시험자격이 주어진 후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과정에 탈북자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

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의료적 방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탈북자들에 접근하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진용 선생님의 토론문 마지막 대목은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38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많은 분들이 같은 동포로서 형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우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을 보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지금 의사가 된 후 의료인의 눈으로 하나원의 하나

의원선생님들의 수고를 보며 그 고마움과 진정성을 많이 느끼며 여기계시는 여러분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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