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3 

南北韓 벼교* 

梁 性 효
 띠 (慶熙大學校)

-_ ... (目

r. 머리말 
II. 본 론 

1. 사회 총생산의 비교 

1. 머 리 말 

한반도에서 남과 북아 이념과 체제를 달려한 채 분단된 뒤 줄곧 공 

허한 이념과 체제 우월성 논쟁을 거읍해 왔다. 그러나， 분단 40년이 

지나고 올 해 11월로 볼셰비키 혁명 70주년을 맞는 요늘， 이제는 공 

허한 이념과 체제 논쟁에서 벗어나， 그 동안 두 체제가 성취해 온 엽 

적 (performance)을 기반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두 체제의 우월성 

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할 수 있게 된 생이다. 

물론， 이녕， 정치체제， 경제정책 빚 운용방식， 사회제도 그리고 문 

화양식이 서로 다른 두체제를 단순하고 단일한 지표(indicator)를 통해 

비교 •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이다. 남북한의 비교 • 분석에 있어 

* 이 논운 준바자료갱리과정에 경회대 펑화 복지대학원생 최병회군이 참여 
했음을 밝염. 특히 지니 불평등곡션을 북한에 적용한 것은 최군의 아이다 
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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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제로 많은 기술적인 문제 (technical problem)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신맹성도 커다란 제약점으로 대두판다. 

이러한 제약점을 염두에 두면서， 극히 장정적이고 펀련적이나마， 

여기서는 남북한의 주민생활 비교를 다음 세가지 지표를 통해 시도해 

보았다. 

첫째， 사회 총생산 규모， 

둘째， 소득과 소비 수준， 

셋째，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의 공급. 

ll. 본 론 

1. 사회 총생산의 비교 

사회 총생 산을 측정 하는 GNP등 지 표가 어 느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한 보치를 들면， 1985년 현재， 남한은 800억 

$ 규모로써 북한의 190억 $ 에 비 해 4.3배 , 일 인 당 국민소득(Per Capita 

GNP)은 남한이 1998 $로써 북한의 960$ 에 비해 2.1배가 된다. 

남북한은 모두 분단 이후 경제개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높은 성 장융을 과시 했다. 북한은 제 1 차 7개 년 계 획 기 간CI961~’ 70, 

3년 연장 포함) 통안에 7.7% , 6개년 계획 기간(1971'"’ 76)동안에 8. 2 

% 그리고， 제 2 차 7개년 계획 기간(1978'" ’ 84)동안에 연펑균 4.3% 

의 경제성장융을 이룩하였고， 같은 기간동안에 역시， 연평균 10% 이 

상의 공엽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한국도， 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 ’ 66)동안에 7.8% , 제 2 차 5개 

년 계획 기간(1967"-' ’ 71)동안에 9.6% , 제 3 차 5개년 계획기간(1972 

~’ 76)동얀에 9.7% , 제 4 차 5개년 계획 기간(1977'" ’ 81)동안에 5.8 

% 그리고 제 5 차 5개년 계획 기간(1982'" ’ 86)동안에 7.5%의 경제성 

장율을 보였고， 동 기간에 역시， 연평균 10% 이상의 공업 성장율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한간 GNP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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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tf훌 GNP 및 Per Capita GNP의 변화추세 

연 도 1 1960 I ’ 65 I ’ 70 I ’ 75 I ’ 8o 1 ’ 81 I ’ 82 I ’ 83 ’ 없 
GNP 
(남/북) 

Per Capita 
GNP(남/북) 

5.52 

2.62 

출처 : USCIA, Nationa1 Foreign Assessment Center, Haηd book 0/ Economic Statistics, 
1984. 연하청， r북한의 경제청책과 운용J (1986) , p. 23에서 재인용 

3배 이상을 넘지 아니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 

침체로 인해 그 성장윷이 저조해져 두 체제간의 GNP 격차는 중가하 

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산업간의 생산능력 차이를 보면， 철강생산에서 남한은 

북한의 3.2배， 화학비료 생산에서 l. 7배， 전력생산에서 2.3배로 앞서 

고 있으나， 석탄생산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l. 6배 높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가건설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중공업 

과 방위산업에 국가의 자원을 대거 투입하였으며， 그에따라，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으나，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성장한계 (Bottle-neck) 

현상에 직면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제 2 차 7개년 계획기간(1978'"’ 84) 에 소기의 목표달성 

에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87년 올해 제 3 차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렵하고 발표하였는 바 그 

목표는 이전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북한은 한펀， 장기적인 국내 산엽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4년 

대외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합영법(Joint Venture Law)을 채돼하였다. 

이는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 것￡로서 

이를 위해 그 동안， 비공산권과의 무역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던 것이 

다. 실제， 1971년 대공산권과의 무역량은 85%에서 1980년 54%로 줄 

은 반면， 자유진영과의 무역량은 같은 기간동안에 15%에서 46%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아직 미흉한 상태에 머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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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의 커다란 전환이 없이는 뚜 

렷한 결실이 나타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중공의 등소평 체제하 

의 경제개혁이나 소련의 고르바체프하의 새로운 개방정책 (glasnost) 같 

은 대폭의 개혁을 북한에서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한 대폭의 개혁이나 정책전환은 기존 김일성지도 체제 자체에의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아좋든 구체적으로 가장 격차가 심한 1960rv 1984년까지의 남북한 

무역 규모 차이 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南~t빠 무역량 비교추OI (1960~’ 84) 

연 도 

우역규요(남/북) 

수출규요(남/북) 

수입규모(남/북) 

1960 

1. 1 

0.2 

1. 9 

1970 1975 1980 1984 

24.3 

24.6 

24.1 

출처 : Economic Planning Board, South Korea , Major Statistics of Ecollomy, 1960 
~1984 ; 1975년까지 는 The Rand Corporation과 USCIA자료이 용 ; 80년과 84년 
수치는 IMF와 UN의 Directio1L of Trade Statistical Yearbook 참조. 그피 고 
일본우역진흥회， r북조션의 경제와 우역전망J (1986) , 5 참조. 연하청， r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J (1986) , p.34. 에서 재인용. 

이같은 무역규모의 차이는 남북한의 GNP 격차를 높이는 주요 요인 
이 되고 있다. 1985년 현재， 한국의 GNP 대비 무역의 비율은 73.8% 

인데 반해， 북한의 GNP 대비 무역의 비율은 겨우 18.56%에 불과하 

다. 따라서， 국내 산업이 침체해 있는 북한의 경우， 대외 경제협력이 

불가피한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둥 첨단 산업이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수출 증대가 크게 기대되어 남북한간의 GNP 규모 

차는 더 크게 벌어지리라 예상된다.KDI의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구상(1985 ， P. 207)에 따르연， 남북한간의 GNP와 우역의 규모차 

이 는 〈표 3), <표 4)와 같다. 
농염생산 부문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곡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은 84년 현재 665만톤을， 북한은 같은 해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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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南~t"으I GNP 전망(1985-2000) 

연 도 1985 1990 1995 2000 

韓 81. 5 112.2 166.5 247.5 

(10억 $) 北 훌g 16.7 20.8 26.4 34.3 

"1 융| 南/北 4.88 5.39 6.31 7.22 

출，처 : 국로홍일원. r南~t" 主훌指標別 변화추세 J (1984) , KDI 

〈표 4) 南~t.. 의 무역 전망(1985-2000) 

연 도 1985 1990 1995 2000 

수출 l 南 韓 280 422 632 925 

(억 $) 1 北 韓 21 3o 42 60 

수 입 | 南 韓 285 409 603 892 

(억 $) 1 北 韓 24 33 46 66 

출처:上同 

〈표 5) 南~t빼 곡물생산 추이(정곡기준， 만ton) 

연 도 |’ 69"'"’ 711’ 74 1’ 75 1’ 76 1'771’ 78 1’ 791' 80 1’ 81 1 ’ 82 1’ 83 1’없 
北 韓 298 1 3001 39이 4241 4521 4381 4761 3711 5101 5461 5201 560 

南 韓 I 586 I 6001 65히 7261 7011 73이 쩌 4621 6141 615i 6혜 665 

※ 강자와 콩은 제외 
출처 : 국토용일현， r~t뺑의 應濟JU!îJ (1986) , p.103. 

United Nations, 1981 Statisticd Yearbook (New York, 1983), p.495. 

〈표 6) 南~t빼 쌀생산 추이(정곡기훈， 만 ton) 

연 도 |’ 69-’ 711’ 74 1’ 75 1’ 76 l' 77 때’ 79 1’ 80 펴펴쇄패 
북 한 96 1 1401 1481 1661 1841 1821 1761 1251 19에 2021 212i 221 

남 한 1 396 1 4441 4671 5211 6001 5801 5571 3551 50히 5181 5401 568 

출처 : 국토통일원， r北웰의 經濟.態J (1986) , p. 103. 
농수산부， r농첨 주요지 표J (1985) , pp.182-18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01 SOtlth 
Korea: Country Profile 1986-1987, p.22 참조. 

만돈을 각각 생 산했다. 그리 고 같은 해 한국은 쌀을 568만톤， 북한은 

221만톤을 생산했다. 생산 총량연에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다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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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인구 규모바 2.1배를 고려한다면， 일인당 곡물 생산량은 복

한이 앞서고， 쌀 생산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애， 19 

84년 현재 한국의 식 량 자급율이 49%(싼 자급융， 97.8%)이 나， 북한 

의 식 량 자급율이 87.9%"'96.6%(쌀 자급융， 110.2%-121. 2%)인 것은 

주목된다. 

농엽은 한국에 못지 않게 북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 현재， GNP 대비 농업의 비율이 북한의 경우 24%이나 한국 

의 경우， 15.8%이며， 상품수출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북 

한의 경우 31%이나， 한국에서는 3%로 아주 낮다. 그 만픔 농업은 

북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짤을 수출주종목 

으로 삼고 다른 곡물을 대신 수입하므로써 외화획득을 추구하는 구상 

무역(救慣賢易)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펀， 경공업 분야에서의 남북한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 

것은 북한이 그 동안 중화학 공엽과 방위산업에 국력을 집중하고， 소 

비재 중심의 경공엽제품의 생산을 도외시해 온 데 크게 기인한다. 반 

면， 한국에서는 분단 초기부터 경공업 중심의 수출상품 육성에 크게 

투자하여 경공엽 산업이 크게 앞서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서 북한의 24배， TV 수상기 

생산에서 46배， 전화 가입자 수에서 22배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 

적 으로 우세하다. 이 러 한 소벼 재 공급부족은 북한주민들의 물품 구득 

난을 섬회시키고， 가격 앙등을 초래하여， 결국， 열악한 생활수준을 

가져오게 한다.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차이는 소비생활 측면에서도 

더욱 실감있게 나타난다. 

2. 소득 • 소비면에서의 비쿄 

소득과 소비면에서 남북한 비교는 남북한 주민의 질질 생활수준과 

칙결되므로 주민의 생활을 비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84년 

이후 주먼의 생활수춘 향상에 관심을 높여， 최근 그 수준이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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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로 북한의 예산 가운데 인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의 20%정도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교육과 보건 부문의 예산량이 84 

년 이후 107""108%정도 증가하였고， 노동자와 농민의 실질임금도 1. 

6배와 1. 4배로 각각 증가하였떤 것이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진체의 20%정도로 간주 

되며， 6차 5개년 사회 • 경제 개발계획(1987"" ’ 92)기간 동안에는 GNP 

의 3%로 증가될 예정이다. 

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행정 • 관리직종에서는 남북한간의 

임금차가 3.8배 (u.SS 기준)， 사무직종에서는 7.1배， 판매직종에서는 

5.1배 그리고 생산직종에서는 3.6배로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훨씬많은 

액수를 받는다. 남북한에서 고급 관리는 모두 임금상의 특혜를 누리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무직종의 임금수준이 낮고， 상대적 

으로 생산직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감안하여， 

타직종에 비해 생산노동자의 임금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학력 위주의 사무직 노동자가 저학력 중 

심의 생산 노동자보다 높게 보수를 받는데， 이것은 노동의 가치 기준 

이 이데올로기보다 업무의 기능과 엽적에 따른 평가에 기반을 두고있 

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면에서 볼 때， 남북한간 그차 

이 는 크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 우 국민의 가처 분 소득율은 GNP의 70 

% 이상으로서 국민 소비성향 75%(민간 소비융 65% 갱도) 정도와 유 

사하다. 그러 나， 북한의 경 우， 국민의 가처 분 소득율은 GNP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것윤 북한 정부가 예산으로서 GNP의 75%정 

도률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가운데 10%정도만 이전 소득(Transferable 

Income)으로서 국민에게 전환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국민소비 성 

향은 63%정 도로서 , 정 부가 GNP의 30%정 도를 국민의 소비 부문에 투 

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 개개인이 병균적 

으로 개인소득(Personal Income)의 70%정도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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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북한의 경우 일만 주민은 32%정도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만큼 북한의 주민은 개인의 선돼과 소비에서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임 금소득에 기 반을 두고， 남북한 주민의 가구별 소득본포 

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건전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10분위 

별 소득분포에 서 지 니 계 수(Gini Coefficient)는 1982년 현재 , 0.3574이 

고， 하충 4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18.8%이고， 반면 

에 상총 2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42.99%로서 그 차 

이가 큰 편 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5분위 소득에서 지니계수는 1983년 현재， O. 

2106이고， 하충 40%의 주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33.4%이고 

반연에 상충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천체의 20%로서 소득분포 

는 아주 양호하다. 이 처 럼 남북한간의 소득분포에 서 소득집 중도가 크 

게 차이나는 것은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아 소수에 의 

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 재별 

의 사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부의 집중이 일반화되고 있기 따}운이다. 

설제로， 한국에 있어서 소득분포 상황은 농가보다 비농가에서 불건전 

하며， 그 가운데 특히 고용주의 소득분포는 더욱 불건전하다. 한국의 

고용주의 경 우 지 니 계 수는 0.4460이 다. 또한 자산분포의 경 우， 상위 

20%가 전체의 58.38%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상위 10%는 39.47% 

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의한 소득분포의 상황이 북한에 비해 

특정 적 으로 악화되 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 나， 한국의 소득분포 상 

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양호한 편에 속한다. 서구 선진국가의 

경우 지니계수는 0.3500"'0.3700 청도이며， 세껴1 에서 소득 집중이 가 

장 불건전한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0.6200이다. (세계 42개국의 지니계 

수를 조사하고， 생 활수준을 측청 한 박 한식 교수의 ‘Human Rights and 

Modernization: A Dialectical Relationship?’ 에 따르연 , 한국은 지 니 계 수에 

서 세계 3위로 양호하다. 그리고 생활수준은 통독의 14위， 유고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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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의 20위보다 약간 뒤진 22위다.) C한국과 북한 지니계수분석은 부 

록 1파 2 참조〕 

소득분포의 균형이 곧 절대적인 차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설제， 85% 이상의 주민이 평균 가처분 

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76%의 주민 

이 명균 가처분 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요컨데， 북한 

의 경우， 펑둥하다 해도 그것은 가난속의 평둥(Equality in absolute 

Pûverty)이며， 반면， 남한의 경우는 상대척인 의마에서 불평퉁(Relative 

inequality in abundance)이 라고 할 수 있겠다. 

3. 공급면에서의 비교 

북한의 경우， 전반적인 주민생활의 궁핍은 주로 산업의 생산능력 

저조로 인한 공급부족에 였다. 북한에서 의 식주에 관한 일상 소비품 

은 그 물량이 크게 부족해서 일반 주민은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무원 계충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은 140원 수준인 

데， 신사복 한벌 구입하는데 (108원) 3개월 이상 저축해야 되고， 냉 

장고는 4개월， TV는 9개월 그리고 라디오는 2개월 이상 저축해야 한 

다. 특히， 고급 소비재일수록 그 물량이 적어서 값은 엄청나게 비싹며 

이런 제품은 주로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전거는 1 ， 000원， 일 

제 셰이코 시계는 1 ， 500원， 선글라스는 100원， 그리고 소형 녹음기는 

1 ， 000"-'1 ， 500원 정 도다. 

고급 소벼재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식량이 모자라서 봉급의 대부분 

을 식량구업에 할애한다고 최근 일본을 거쳐 월남한 검만철씨는 말 

한다. 실제， 검만철씨의 경우， 월 가계소득은 160원인데? 그 가운데 

150원 정도가 식량 구입에 쓰인다(쌀 6kg이 암시장에서 120윈， 정부공급 

풍(쌀， 기본 의류 및 부식 등)의 구입 가격이 30원 정도). 정부가 공급하는 

물품， 예를 들연， 쌀， 장곡， 작엽복， 내의 및 부식둥은 기본 생활 필 

수품으로서 아주 싼 가격으로 주민에게 공급된다. 그러나，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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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공급량이 부족하고， 고급 품목일 경우는 더욱 부족해서， 암시 

장에서는 본래 가격의 20"-'30배를 주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공급쩔 가격은 kg당 62전이나， 암시장에서는 20원이다. 

북한의 경우는 식량 뿐만 아니라， 주태， 의류등이 기본적으로 정부 

에 의해 공급되고， 이에따라， 주민들은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얼핏 겉으로 보면 폭넓고 심도있게 발달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설상은 이와 다르다. 실제로， 북한 사회 

의 엄격한 신분제적 계급성 때문에 일반 주민은 고급 관리에 비해 매 

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즉， 신분(당이나 정부의 기관에서 차지하는 

지위)은 그 사람의 권력， 명예， 임금， 사회적 서비스 몇 가치를 결정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은 고급 주택과 기본 의 

류 및 고급 의 류를 무료로 무한히 공급받는다. 그리 고 4급 이 상의 

계충(지방의 부기관장급 : 부도인민위원장， 시인민위원장)은 중앙공급대상 

으로 분류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기본 생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서， 자신의 가계소득으로는 기타 고급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이 하의 주민은 일반공급대 상으로서 (국민의 약 85%) 정 부가 

싼 값으로 제공하는 주택， 기본 의류 및 식량동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계소득의 25%정도)， 기타의 소득으로 다른 생활 필수품을 구업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하충 주민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한국도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주 

택 보급율은 1984년 현재， 전국적으로 70%정도， 도시에서는 58%정 

도다. 북한의 주택 보급율은 같은 해， 전국적으로 65%정도이며， 도 

시에서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구당 사 

용 방 수는 2. 1개이고， 도시에서는 방 l개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만도 

42%가 된다. 한펀， 북한의 경우 전국적으로 68.5%의 가구가 방 1'" 

2개로 생활하며， 1방당 인구 수는 3.1명으로 한국의 2.2명에 비해 높 



南北韓 비교 373 

은 편이다. 

북한의 주요 주택 관계 지 표를 보연 다음과 같다. 

〈표 7) 북한의 주요 주택판계 지표 

계 총 1 세대수 
I (천개) ! 주챙흉간 | 방 수 |책렸융 

당·정 간 부 

지방기관장급 

기엽소 간 부 

노동자·농민 

계 

190 
380 
620 

2,590 
37,780 

인구수 
(천명) 

950 
1, 900 
3, 100 

12, 950 
18,900 

m
ω
 떠 m 
8 

2~3 

3 100 
100 
68 
75 
65 

2 

1~2 

충처 : 깅영규， r북한의 셀질소비생활 수준비교J (1984) , pp. 188-192.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질적인 면에서 양 체제가 당연한 커다란 운 

제의 하나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건설 

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1990년대에 아파트바융이 전체 주 

돼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는 아파트가 주 

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융을 차지하고 있다. 

의복의 공급물량도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의 경우는 일찍부터 성 ·의류 수출산엽이 발달하여 의류의 양적인 공 

급문제는 해컬되었고， 이제는 고급의류를 찾는 질적인 문제가 주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전히， 양적인 공급 

부족이 존재한다. 실제로， 북한 주민은 가계지출 가운데， 의복 구업 

바로 23.2%를 할당하고 있어 한국의 8.1%에 비해 훨씬 높다. 세계 

적으로 선진국가들의 경우 국민의 의복 지출융은 가계 지출의 10%를 

념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 가계바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 

으면 저축하여 1년에 옷 한 벌청도 구입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 

면， 외식을 하거나， 추청제 저축을 한다고 한다. (f북한치행」참조). 

이처럼， 북한에서는 의류의 구입조차 힘든 상태에 놓여었다. 깅일 

성은 1984년 11차 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그리고 올해 제 3 차 7개년 

계획의 발표를 통해 북한 주만 생활의 향상， 특히， 그 가운데，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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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당과 국가가 당연한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 

란 문제의 하나라고 시인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ill. 맺는 말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주민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특히， 일반주민의 소비생활면에 

서 북한주민은 개인의 자유를 많이 제한받고 있어서 욕구충족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북한은 소득분포의 안정 이 한국에 비 해 높게 냐타나 있으나， 절대 

적 수준에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계급적 차별대우로 인해 

당·청 ·군간부 이외의 하충 주민의 삶은 크게 낮은 상태다. 특히， 

북한 사회는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 사회조직 및 문화·예술 활 

동이 모두 규제받고， 제한받고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가치와 

질은 크게 떨어진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정치척으로 참여가 크게 

제 한받는 제 한적 다원 주의 (Limited pluralism)1.f 권위 주의 정 치 체 제 이 

지만， 기타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 활동은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 

에서 보다는 훨씬 제한받지 않고 있다. 

요컨데， 명등이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 

인간의 다른 많은 가치， 특히，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바로 자유의 부재라는 너무 

큰 cost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밀튼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자유， 

즉，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은 삭막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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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982 SIZE DlSTRIBUTION OF lNCOME (%) 

Decile |hou AseIlho1d 때 l housellhltouIdraI | | h Eomupselol1yoeIde | | h Eomuspe1ohyoeldr 

First 2.56 2.75 3.22 1. 75 

Second 4.30 4.82 4.97 3.25 

Third 5.46 6.06 6.03 4.22 

Fourth 6.48 7. 18 6.94 5.40 

Fifth 7.51 8.24 7.93 6.50 

Sixth 8.73 9.40 9.04 7.89 

Seventh 10.03 10.78 10.37 9.31 

Eighth 11.94 12.47 12.12 11.63 

Ninth 14.94 15.02 14.96 15.17 

Tenth 28.05 23.28 34.88 

Gini c8efficient 0.3574 0.3061 0.4446 

Decile distribution 18.08 21. 16 14.62 

ratío -42.99 -38.30 -39.38 -50.05 

29) Choo Hakjung, “ Estimation of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ts Sources of 
Change in Korea, 1982," Koreaη Social Science Jourηal， VoI. XII(l985) , p.94. 

Figure 1. Lorenz Curve, Cumulative Proportion of Total Ineome 

Cumulative 100 
lncome 

80 

60 

40 

20 

Class 
o 20 40 60 80 100 



376 

부룰 2.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BY CLASS, 1983 

Household I ~ γ 1nucm • o--n1 OeI ‘ | | | n K --ati ·O O ft - l l | R atI ·o o 
Class household income (r쩨 

(’ 000) (won) won) <%)

Party-cgaodvreersn- 190 330 6.270 5.0 9.3 ment 

Head of 
provincial 380 240 9.120 10.0 13.5 
office 

Company 
620 211 13.082 16.4 19.3 cadre 

Worker(city) 890 154 13.706 23.5 20.3 

Peasants 1, 700 150 25.500 45.0 37.6 

Total 때
 

, 。J 
n 
U -m n 

U . n U m m . 야
 

-

30) This figure is basicalIy based on Kim Y onggyu’s book, B lIkhaJl Juminui 
Silgil Sobisaenghwal Bigyo (North-South Real Consumptioll Comparisoll) 
(1984.12) , p.191. But the total income of the people (67.740) is here less than 
his calculation, 76. 880 mi1lion won. 

Figure 2. Lorenz Curve, Comulative Proportion of To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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