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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식량ㆍ영양안보’란,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개념을 통합 및 발전시킨

개념으로, 식품에 대한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의 네 요소가 충족

될 때 보장된다. 북한의 경우, 식량 영양안보가 보장되지 못하여 많은 북

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불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이 식량 및 영양 지원의 형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

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

답자의 특성이 남한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ㆍ연령ㆍ지역에 따라 표

본 수를 비례 할당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000명을 대

상으로, 2019년 9~10월에 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응답자 1,000명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 영양안보를 실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

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어린이 식량 영양안보 관련 지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44.6%가 찬성(찬

성군), 36.7%가 반대(반대군)하였고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경우가 18.7%로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동포

를 돕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의 특권층만 이익을 볼 것 같아

서’로 조사되었다.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더

관심이 많았고(p<0.001),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p<0.001), 기아수

준에 대해서도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였다(p=0.004). 한편, 가장 적절한 대

북식량지원 방식으로는 찬성군의 1/2 이상이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의 2/3 이상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하여 차이를 보였다

(p<0.00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



을 가진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

률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19.32). 보수보다 진보적 정치성향

의 응답자에서(OR=5.94), 2-30대 청년층보다 4-50대 중년층에서(OR=2.81)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관심이 높고(OR=3.93), 통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

서(OR=1.88)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북한의 식

량 영양안보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

원에 대한 태도는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원 효과에 대한 강조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

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식량 영양안보, 식량지원, 북한, 온라인 설문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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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은 식량ㆍ영양안보가 보장되지 못하여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에 FAO(식량농

업기구)와 WFP(세계식량계획)가 발표한 '북한 긴급 식량안보 평가' 보

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2019년 10월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90

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예

상되는 지원량과 수입량을 제외한 순 부족량은 136만 톤으로 보고되었다

(FAO & WFP, 2019). 가구 조사 결과,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 10만 명이 식량안보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FAO &

WFP, 2019). 식량안보의 전통적인 측정지표인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의 경우, 2016~2018년 북한의

수치는 47.8%이며(FAO, 2019), 이는 세계 및 저소득 국가 평균에 비해

각 5배, 2.5배 높은 수준이다(FAO, IFAD, UNICEF, WFP, & WHO,

2019). 2019년 북한의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는 27.7점

의 ‘심각’한 수준으로, 11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였다(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이에 2019년 2월, 북한은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으며(ECHO, 2019), 2019년 5월에 UN(국제연합) 또

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다(UN, 2019).

우리나라는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한 1995

년부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해왔다. 북핵 문제와 정치

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반도 통일의 이해당사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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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지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경유한 지원을 통해 직·간접

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왔다(김성한, 이수훈, 황수환, 2018). 우리나라 정부

의 대북지원 분야는 영양, 재해·재난, 보건의료, 개발협력 분야로 구분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영양지원은 식량지원을 포함하며, 대북지원의 상

당부분은 식량지원의 형태로 수행되었다(문경연, 박지연, 송영훈, 2018a).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총 지원액(32,948억 원)의 약 1/3 수준

인 11,015억 원이 국제기구를 경유하지 않은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액으로

파악된다(통일부, 2019a). 또한 2019년 6월,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의료

및 영양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였

고, 추가적인 쌀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통일부, 2019b).

이처럼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이 식량 및 영양지원의 형태임을 고려하

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9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47%) 응답자가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갤럽,

2019),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5대 원칙 중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인 만큼,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신중히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식량지원을 주

제로 한 조사는 찬반의견을 묻는 단편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식량지원의 추

진을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및 이와 관련한 요인 등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를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기

구와 정부기관에서는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발표



- 3 -

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해왔다. 관련 자료들은 북한 실

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은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이 요구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관련 자료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인식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매우 미비하다.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거나 분석한 연구 또한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를 분석하고 알리는 것만큼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북식

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

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북한 현황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

한 태도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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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식량ㆍ영양안보

1) 식량ㆍ영양안보의 개념

식량ㆍ영양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 FNS)의 개념에 대한 논

의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닌다. 식량ㆍ영양안보는 ‘식량안보(Food

security)’, ‘영양안보(Nutrition security)’, ‘식량안보 및 영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과 함께 논의 및 발전되어 왔다. ‘Food security’

는 한글로 ‘식품안정성’, ‘식량안보’ 등으로 번역되며, 용어의 정립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국가와 같은 거시적인 차

원에서 주로 사용되며, 식품안정성은 가구나 개인수준의 미시적인 차원

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ood security’를

‘식량안보’로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Food and nutrition security’도

‘식량ㆍ영양안보’로 해석하였다.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식품과 영양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는 ‘식량안보 및 영양’과

‘식량ㆍ영양안보’의 두 가지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식량안보 및 영양은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한 영양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식품의 가용성, 접

근성, 안전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관점은 식량안보

가 적절한 영양상태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다(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2012). 한편, 식량ㆍ영양안보는 보다 일반적인 용

어로서, 특히 보건 및 영양분야에서 식품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양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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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강조하기 위해 주창되어 왔다. 식량ㆍ영양안보는 ‘식량’과 ‘안보’ 사

이에 ‘영양’을 넣음으로써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Shetty, 2015), 적절

한 수준의 영양상태를 식량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El Bilali,

Callenius, Strassner, & Probst, 2018).

2011년, FAO에서는 식량ㆍ영양안보의 정의를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필요량과 선호를 충족시키면서 종

류, 다양성, 영양, 안전 측면에서 충분한 양과 질의 식품에 물리적, 사회

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위생적인 환경과 적절한 건강, 교육 및

돌봄이 갖춰진 상태”로 정의하였다(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2012). 이러한 정의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개념을 통합 및 발전시킨

것으로, UN의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와 이후 등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근간이 되었다(Shetty, 2015).

식량ㆍ영양안보의 네 요소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 활용성

(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이다(El Bilali et al., 2018; Gross,

Schoeneberger, Pfeifer, & Preuss, 2000; Pangaribowo, Gerber, & Torero,

2013; Weingärtner, 2004). 가용성은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식량 공급으

로, 국내 생산 및 수입량, 재고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을 통해 충분

한 양과 질의 식량이 확보될 때, 가용성이 높아진다(FAO, 2016). 접근성

은 식량 획득을 위한 접근의 수월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이효정, 2015),

모든 가구와 개인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한 식량자원을 획득할 때 보

장된다. 활용성은 영양, 위생, 건강 등을 고려한 식량의 효율적인 활용을

의미한다. 이는 식량ㆍ영양안보의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비식품적인 부분

을 포함한다(Gross et al., 2000). 안정성은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에 의

해 식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위험의 강도를 의미하며(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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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다른 세 요소(접근성, 가용성, 활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식량ㆍ영양안보의 측정 및 평가

식량ㆍ영양안보는 식량안보 지표와 영양상태 항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량안보 지표가 개발되어 있고 이

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용 가능한 식량안보 지표들

을 정리한 Jones, Ngure, Pelto와 Young (2013)의 연구에서는 지표의 목

적, 산출 방법, 출처 등을 정리하였고, Hwalla, El Labban와 Bahn

(2016)은 국가와 가구/개인 수준으로 지표를 분류하였다. 또한

Pangaribowo 등 (2013)은 UN의 밀레니엄발전목표(MDGs)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소개하였다. 이 세 연구에 공통으로

등장한 지표는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세계기아

지수이며, 이 세 지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량안보 지표라 할 수 있

겠다.

한편, 여러 연구(이효정, 2015; 임송수, 2017; Ghattas, 2014; Gross et

al., 2000; Weingärtner, 2004) 및 국제기구 보고서(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2019; FAO et al., 2019; Hawkes, 2017; UNICEF,

2017; WFP, 2013)를 참고하였을 때,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널리 이용되는

측정 항목은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 영유아 과

체중률, 성인 비만율,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저체중아 출산율의 6

가지이다. 이 중, 영유아 과체중률과 성인 비만율은 북한 자료를 이용하

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므로 본 문헌고찰에서는 두 항목 대신 영유아 저체중률을 통

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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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식량안보 지표와 영양상태 항목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

고자 한다. 우선 식량안보 지표 중,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이란, 세계적

인 수준에서 기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FAO의 전통적인 측정 지표로,

일상적으로 최소 에너지필요량보다 부족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인구의 비

율을 의미한다(FAO, 2012).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이란, 정상적인 성장ㆍ발

달 및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

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이다

(FAO, 2018). 세계기아지수는 세계, 지역, 국가 수준에서 기아를 종합적

으로 측정 및 추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로,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

율, 영유아 급성 및 만성 영양실조, 영유아 사망률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

별 점수를 산출한다(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상태인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로 측정되며(WFP, 2010),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영양실조의

결과물이다.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은 키에 비해 너무 마른(체중이 적게

나가는) 상태인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로 측정되며(WFP, 2010), 심각

한 식량 부족 또는 질병으로부터 유발된다. 영유아 저체중률은 키에 비

해 너무 마르거나 나이에 비해 너무 키가 작은 상태인 5세 미만의 영유

아 비율로 측정되며(WFP, 2010), 급성 및 만성 영양실조의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의 영양실조이다. 한편, 가임기 여성의 빈

혈 유병률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임신부의 경우 110 g/dL 미만, 비

임신 여성의 경우 120 g/dL 미만인 가임기 여성(15~49세)의 비율로

(WHO, 2008), 여성 건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출

생 당시 체중이 2.5 kg 미만인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는 저체중아 출산율

은 산모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며 아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UNICEF & WH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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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하여 UN과 북한 정부는

상호간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인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을 갖춘 인간 개

발을 향하여’를 수립하였다(강영식, 2017). 이 전략계획에서는 향후 UN

과 북한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전략 우선순위 네 가지 중 일순위로

‘식량ㆍ영양안보’를 선정하였다. 이는 식량ㆍ영양안보의 보장이 북한의

우선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는 불안정한

상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에 시달리

고 있다. 본 문헌고찰에서는 북한의 식량 수급 현황과 함께, 앞서 살펴

본 식량안보 지표와 영양상태 항목을 통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식량생산은 식량ㆍ영양안보의 네 요소 중, 특히 가용성과 관련이 있

다. 공급을 통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생산은 가용성

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FAO, 2016). 그러나 자급자족에 바탕을 둔

국내외 정책의 맥락에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는 국내 농업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FAO에서 추정한 2018년 11월~2019년 10월 북한

의 식량 생산량은 정곡을 기준으로 417만 톤이며, 예상되는 수입과 지

원을 제외한 순 부족량은 136만 톤으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준이다

(FAO & WFP, 2019). 이는 2019년 여름철 폭우와 홍수로 인한 심각한

작물 피해가 작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예측된다(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2019). 또한 대북제재로 인한 비료, 농자재 등 투

입물의 부족도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식량안보 지표와 영양상태 항목을 통해 파악한 북한 실태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식량안보의 세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다.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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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율은 2016~2018년 평균 47.8%로(FAO, 2019), 2019년 기아지도에

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WFP, 2019). 이러한 북한의 수치는 세계

평균(10.7%)의 약 5배, 저소득 식량 부족국 평균(18.4%)의 2.5배 수준이

다(FAO et al., 2019). 이처럼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수준은 세계적으로

심각하며, 북한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보고된 북한의 식품불안정 인

구비율은 40%이다(FAO & WFP, 2019). 자료의 한계로 북한의 추이나 세

계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 인구 10명 중 4명이 식품불안정

을 경험하였음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안보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2019년 북한의 기아수준은 ‘심각’단계이다. 북한의 세계기아지수

는 27.7점으로, 117개의 대상국가 중 2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다섯 가지 영양상태 항목에 대한 북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북

한의 영유아 만성 및 급성영양실조율은 각각 19.1%, 2.5%이며, 저체중률

은 9.3%로 보고되었다(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 국제기준을 근거로, 북한의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은 5단계(매우

낮음: 2.5% 미만, 낮음: 2.5% 이상 10% 미만, 보통: 10% 이상 20% 미만,

높음: 20% 이상 30% 미만, 매우 높음: 30% 이상) 중 3단계(보통)이며,

이는 세계 평균(2018년 21.9%)과도 비슷하다(UNICEF, WHO, & World

Bank, 2019). 그러나 북한 영유아 5명 중 1명이 만성영양실조임을 고려하

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은 국

제기준의 5단계(매우 낮음: 2.5% 미만, 낮음: 2.5% 이상 5% 미만, 보통:

5% 이상 10% 미만, 높음: 10% 이상 15% 미만, 매우 높음: 15% 이상)

중 1단계(매우 낮음)와 2단계(낮음)의 임계값이며, 세계 평균(2018년

7.3%)의 1/3 수준이므로 양호한 편이다(UNICEF et al., 2019). 영유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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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률의 경우, 국제기준의 4단계(낮음: 10% 미만, 보통: 10% 이상 19%

미만, 높음: 20% 이상 29% 미만, 매우 높음: 30% 이상) 중 1단계(낮음)

이며, 2017년 세계 평균(13.5%)과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양호한 수준이다

(UNICEF et al., 2019).

2016년 북한의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은 32.5%로, 국제 기준 4단계

(문제 없음: 4.9% 이하, 낮음: 5.0% 이상 19.9% 이하, 보통: 20.0% 이상

39.9% 이하, 심각: 40% 이상) 중 3단계(보통)에 해당하며, 2016년 세계

평균(32.8%)과도 비슷한 수준이다(WHO, 2019). 그러나 가임기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빈혈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상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1996년 이후 꾸준히 감

소하여 2017년 3.1%로 보고되었다(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 북한의 수치는 국제 기준 5단계(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중 1

단계에 해당한다. 2015년 세계 평균(14.6%)은 북한의 약 4.7배, 저소득

식량 부족국 평균(14.3%)은 북한의 약 4.6배 정도로 훨씬 높은 저체중아

출산율을 보인다(UNICEF & WHO, 2019). 그러므로 북한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식량 수급 현황과 식량안보 지표 및 영양상태 항목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는 다음과 같다. 여러 지표 및

항목의 수치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의 식량ㆍ영양안보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어린이

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영양불량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

히 세계적으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는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남

한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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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식량지원

1) 대북지원 현황

통일부에 따르면, 인도적 대북지원이란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위해

식량과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통일부, 2019c). 우리나라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와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

반도 통일의 이해당사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김성한 등, 2018).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은 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차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별 대북지원의 역사와 현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의 직접지원과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경

유하는 지원으로 구분되며 경유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른 대북지원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문경연 등, 2018a). 특히 정부의 직접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정치적 명분과 인도적 고려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국

제기구를 경유한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국제기구는

최근 10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대북지원의 주된 채널로, 주로

WFP(세계식량계획),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UNPF(유엔인구기금)의 네 기구를 경유한다.

한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또한 1995년 이후 꾸준히 시행되어 연 평

균 4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문경연 등, 2018a).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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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루어지며,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총액

(32,948억 원)의 약 1/4(9,038억 원)이 민간차원의 지원액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2019a). 이전까지의 대북지원은 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

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직접지원을 철회한 이후 민간차원의 지

원 비중이 확대되었다(문경연 등, 2018a). 2019년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

지원 지정단체는 총 130개이다(통일부, 2019d). 민간차원에서 수행하는

대북지원의 중요성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있다(이용화, 이해정, 2018).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단체들이 상하

수도 개선사업, 학교 건립, 산림녹화 등의 사회 인프라 분야로 지원을 확

대하면서 남북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

간단체는 남북관계의 중개자로서 한반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지원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국

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북한의

실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특정 국가의 직

접지원을 의미하는 양자 간 지원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문경연, 이수훈, 전명수, 2018b). 1995년 이후 수행된 양자 간

대북지원은 전체 지원액의 약 65%를 차지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약 35%를 차지한다. 양자 간 지원은 규모 변동이 심한 반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연간 약 5,000만 달러의 규모로 비교적 안정적이다(김성한

등, 2018). 미국은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한 국가로, 1995

년부터 2008년까지 WFP를 통해 활발한 식량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는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등이 주요 지원국이다(이용화, 이해정,

2018).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UNICEF의 영유아 예방접종 및 필

수의약품 지원, WFP의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식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한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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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식량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위기 시기에 인도적 지원 효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김영훈, 임채환, 2019). 우리나라의 대북식량지

원은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15

만 톤의 쌀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은 정부와 민간차원으로 수행되며, 영양, 재해․재

난, 보건의료, 개발협력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문경연 등, 2018a). 그 중

에서도 영양지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식량ㆍ영양안보의 보장을 위한

식량지원을 포함한다. 본 문헌고찰에서는 주체별, 분야별 대북식량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체별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유상 및 무상지원으로 실시되

며, 무상지원은 식량차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지원 총액(23,911억 원)의 약 36%(8,728억

원)가 식량차관 방식의 지원액이다(통일부, 2019a).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식량을 돌려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관이 아닌 지원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로 WFP, WHO, UNICEF, UNPF의 국제기

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을 수행해왔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액을 전달한 국제기구는 WFP로, 이는 식량지원이 정부

의 대북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김성한 등, 2018).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또한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7년 국제사회

의 대북지원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강지원

(67.6%)이며, 다음으로 영양지원(9.3%), 식량안보(8.1%) 순으로 보고되었

다(이용화, 이해정, 2018). 식량지원에 대한 깊은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

하는 WFP는(김영훈, 임채환, 2019) 대표적으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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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의 대북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김성한 등, 2018). 한편, 국제사

회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은 한·미·일·중 4개국이 전체 원조의 80%를 차

지하고 있다(김영훈, 임채환, 2019). 그 중에서도 미국은 1995년부터 2008

년까지 WFP를 통해 활발한 식량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량지원

을 포함하는 영양지원 분야이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공여된 정부의

대북지원 중 약 46.1%가 영양지원이며, 국제기구인 WFP(1,531억 원)와

UNICEF(52.8억 원)를 통한 지원을 포함하면 영양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16,600억 원에 달한다(문경연 등, 2018a). 또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지원액(32,948억 원)의 약 1/3(11,015억 원)이

국제기구를 경유하지 않은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액이다(통일부, 2019a).

2019년 국제기구에 전달한 정부의 대북지원금 또한 북한 취약계층을 위

한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WFP의 영양지원 사

업에 450만 달러(53억 원), UNICEF의 모자보건·영양 사업에 350만 달러

(41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었다(통일부, 2019b).

3. 남한 성인 대상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연구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

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

북한의 상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북지원을 추

진해 왔다(통일부, 2019c). 이처럼 식량지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북지

원은 인도적 차원 외에도 남북관계와 밀접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 또한 북핵 및 통일문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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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와

인권문제 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강

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북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으며(통일부, 2019c),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호소해왔다. 또한 통일ㆍ대북정책은 정량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

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

적이다(박주화, 이민규, 조원빈, 2017). 더불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은 한

국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며(이내영, 2014), 이러한

‘남남갈등’은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주로 통일

및 대북정책의 큰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대북정책의 일부로 대북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더욱이 대북식량지

원만을 주제로 국민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문헌고찰에서는 우선 큰 틀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대북식량지원을 다룬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연구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연구들은 크게 여론조사와 관련 기관의 의식조

사,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여론조사는 사회

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로 언론기관을 통해 시의적이고 단편적으로 수

행되고 있다. 매번 새로운 이슈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론조사의 특

성상 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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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조사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다. 통일연구

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이론적ㆍ분석적으

로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구들은 통일 및 대

북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1) 통일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의식조사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의식조사는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실시된다.

그 중에서도 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해당 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병조, 2015; 권수현, 2016; 권수현, 2017;

박영득, 이재묵, 2016; 이내영, 2014; 이상신, 2013; 이성우, 2018). 이 두

기관의 의식조사는 본 연구 결과의 고찰에 가장 많은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의

식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의식조사’와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

여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ㆍ연령ㆍ지역

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할당한 1,000명 내외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통일의식조사는 199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다(이상신, 2019).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조사 연

구로, 통일과 남북통합의 준비 정도를 가늠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박주화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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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1,200여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을 통해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조사

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정동준 등, 2018). 통일연구원의 조사 및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ㆍ연령ㆍ지역별 비례할당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정한다. 통일

및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며, 기본적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을 유지하여 시계열적 흐름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를 파악

하고자 한다.

(2)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국민 의식 연구

위와 같이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조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국민 인식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

적이다(이내영, 2014). 그럼에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

게 세 가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일 및 대북정

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거나(고지영, 최인선, 2012; 권영승, 이수정, 2011;

변종헌, 2012; 안득기, 2007),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계열적 분

석을 포함한다(김병조, 2015; 이성우, 2018; 정동준 등, 2018). 한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집단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주

로 연령(세대), 지역, 학력, 정치성향 등의 사회학적 특성과(박영득, 이재

묵, 2016; 박주화 등, 2017; 정동준 등, 2018) 남북 주민이나 해외동포를

대상으로(김병로, 최경희, 2012; 김익현, 2012; 정은미, 2013; 조진만, 한경

택, 2014)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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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다중 회귀분석, 로지스

틱 회귀분석, 이분산프로빗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의 계량모형을 이용

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백대현, 이재환, 2015). 이내영 (2014)은 통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정치적, 사회심리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수현 (2016)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치성

향은 통일의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또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

력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 등이 통일의

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지영,

최인선, 2012; 권수현, 2016; 권수현, 2017; 백대현, 이재환, 2016; 이내영,

2014; 이성우, 2013; 장민수, 김준석, 2015).

2) 대북식량지원 관련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한 연

구는 보고된 바 없으며, 대북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문헌고찰에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

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고찰 결과,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주로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연구의 큰 틀 안에서 부분적

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5개의 통일ㆍ대북정책 분야 중 하나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

한다(박주화 등, 201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는 통일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의 시급성을 조사한 바 있다(정동준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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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도 존재한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앞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을 포함한 통일ㆍ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박주화 등,

2017), 민태은 (2016)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한수와 박진수 (2016)는 통일 인식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를 분석하였으며, 권수현 (2017)의 연

구에서는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대북식량지원을 주제로 깊이 있는 조사나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대북식량지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심심치 않게 실시되어 왔다. 2019년 수행된 정

부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절반에 가

까운(한국갤럽: 47%, YTN 현안조사: 50%) 응답자가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2019; YTN, 2019).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는 해당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치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5개

영역의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인도적 지원 영역에 ‘북한에 조건없는 식량원조를 해야 한다’는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박주화 등, 2017).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ㆍ대북정책의 선

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도적

지원 영역의 세 문항을 함께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국민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북식

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다룬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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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정책 중에서도 대북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이러

한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이 식량 및 영양지원의 형태임을 고려하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

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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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

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전국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7일부터 12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대상자 모집과 설문조사 수행은 조사 전문업체인 ‘마이크로밀 엠

브레인’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민족

의식이 응답에 중요한 배경이므로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국적 소유자, 다문화가정 출

신자, 탈북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이 남한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현황(2019년 8월 기

준)을 근거로(행정안전부, 2019) 성ㆍ연령ㆍ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조사 전문업체

가 보유한 패널의 한계로 인해, 제주도 지역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조사 요청 메일을 보낸 9,335명의 대상자 중 2,408명이 메일을 확

인하였다. 그 중 1,10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업체로부터 1,000

명의 응답 자료를 전달받았다. 설문은 총 6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에는 약 10~15분 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여러 단계의 사전 평가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인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문제를 주제로

한 조사 및 선행연구(박주화 등, 2017; 윤여상, 2014; 정동준 등, 2018; 천

경효 등, 2018; 한국갤럽, 2019; 한국정치학회, 2016; YTN, 2019)를 참고



- 22 -

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업체 대표이자 설문조사 분야의 전문가 1명의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 8명의 식품영양학 전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용어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1908/003-001).

2.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사항,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

식,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직업,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1인 가구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관련 조사 및 선행 연

구(박주화 등, 2017; 윤여상, 2014; 정동준 등, 2018; 천경효 등, 2018; 한

국갤럽, 2019; 한국정치학회, 2016; YTN, 2019)를 참고하여 응답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

정치성향,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의식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1)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식량ㆍ영양안보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후

리커트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

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북한의 식량상황과 영양상태 각각에

대한 관심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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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

(식품불안정률,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 영유

아 만성영양실조율)에 대한 남북한 수준을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표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수치에 따

른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지표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보기로 구성하였

고, 문항에도 가장 높은 수치의 보기에 대한 기준값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문항의 경우 ‘남/북한의 경우, 평소에 섭

취하는 에너지가 필요량보다 부족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 수준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35%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간주합

니다’와 같이 기술하였다.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계기아지수의 개념

을 설명하고 기아수준의 심각성에 따른 척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기

아수준의 심각성에 따른 척도는 낮음(10점 미만), 보통(10점 이상 20점

미만), 심각(20점 이상 35점 미만), 위험(35점 이상 50점 미만), 극히 위

험(50점 이상)의 5단계로 구분된다(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그림에는 5단계 척도와 함께 설문지 개발 당시 가장

최신(2018년)의 세계기아지수를 근거로, 대상 국가들의 전체 평균과 함께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위치 및 점수를 표시

하였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기아수준 및 다른 나라(중국, 필리핀, 아프

가니스탄)와 비교한 북한의 기아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남한과의 비교

를 위해 현재 북한의 기아수준과 비슷한 과거 남한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195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보기로 구성하여 질문하였고, 김

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식 5점 척도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원인 및 해결방법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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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포함하였다. 지속가능식생활의 정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세 가지 핵심가치(건강, 환경, 사회) 측면에서 서술하고, 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2)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찬성한다, 매우 찬성한

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뚜렷한 의견 없음)를 조사한 후, 대북식량

지원에 찬성 및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문항들을 이용하여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다. 평

소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을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2019년 수행된 정부의 대북지원 소식에 대한 인지여부

와 지지수준을 질문하였다.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적절한 대북식량

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북식량지원의 방향,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사용, 대북식량지원의 효

과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북식량지원의 방

향은 인도적ㆍ지속적 차원에서의 대북식량지원을 서술한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식량의 용도(식량상황 해결 및 영양상태 개선, 군용)와 모니

터링의 필요성을 서술하는 3개 문항을 통해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식량부족과 영양

상태 개선, 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통일비용

절감에 대한 6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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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결측치, 무성의 응답을 가려내기 위하여 응답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업체로부터 전달받은 1,000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는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을 건

너뛸 수 없고 설명이 제시된 경우 일정시간 이상 설명을 읽고 넘어가도

록 조사를 설계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분석 프로

그램인 SPSS Statistics 23.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양측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문항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응답분포와 평균을 구하거나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찬성군과 반대군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검증하

였다.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응답분포 및 평

균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χ² 검정, 피셔의 정확검정, 독립표본 t 검정

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별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 북

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원인 및 해결방법,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

도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 빈도 또는 평균의 기술

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특히,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측

정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은 지표별 북한의 실제 수치와

비교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찬성군(찬성, 매우 찬성을 선택

한 응답자)과 반대군(반대, 매우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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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분포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χ² 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표본 t 검

정을 실시하여 북한의 식량상황과 영양상태에 대한 관심 및 심각성에 대

한 인식, 대북식량지원의 방향, 효과,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등의 찬성군과 반대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찬성을 1, 반대를 0으로 배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지역, 직

업,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정치성향,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 대

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중,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체

응답자 평균이 모두 3점에 근접하였으므로(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평균 3.02,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평균 2.97, 통일에

대한 인식 평균 3.18), 점수가 3점 미만과 3점 이상인 응답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은 저관심군(3

점 미만)과 고관심군(3점 이상)으로,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저긍정군(3점 미만)과 고긍정군(3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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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

계현황(2019년 12월 기준)을 근거로(행정안전부, 2020) 전체 남한 인구에

대한 성ㆍ연령ㆍ지역별 인구 비율을 계산하였다. 응답자와 전체 남한 인

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으며, 40,

50대의 비율이 각각 약 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 성

별과 연령의 구성 비율이 비슷하였다. 과반수(51.7%)의 응답자가 만 15

세까지 수도권에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남

한 인구의 1/2(50.0%)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에서도 응답자와 전체 남한 인구의 비율이 각각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전체 남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를 찾을 수 없어 그 대표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정치성향은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권수현, 2016; 민태은, 2016; 이한수, 박진수, 2016),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은 중도(43.1%), 진보(34.0%), 보수(22.9%)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성ㆍ연령ㆍ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1

월~2018년 7월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파

악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진보(33.8%), 중도(28.0%), 보수

(23.3%), 모름(14.9%) 순으로 보고되어(한국갤럽, 2018) 진보와 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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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정

치성향은 남한 성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약 70%의 응답자의 최종 학력이 대학 졸업이거나 현재 재학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은 3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

지 150만원을 단위로 네 수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소득수준의 비율이

전체의 1/4정도로 고르게 나타났다. 과반수(51.4%)의 응답자가 사무/관리

/전문직 종사자였으며, 약 15%는 주부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62.0%, 57.6%였고, 15.0%의 응답자가 1인 가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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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00)

항목 응답자 남한 성인1)

n(%) %

성별
남성 508(50.8) 49.9

여성 492(49.2) 50.1

연령

19-29세 196(19.6) 18.3

30대 194(19.4) 19.0

40대 227(22.7) 22.5

50대 228(22.8) 23.3

60대 155(15.5) 16.9

지역
(만 15세까지

가장

오랜기간

거주)

수도권 517(51.7) 50.0

영남권 257(25.7) 25.1

충청권 100(10.0) 11.2

호남권 97(9.7) 10.72)

강원 29(2.9) 3.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4(19.4)

-대학교 재학/졸업 702(70.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04(10.4)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242(24.2)

-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6(25.6)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43(24.3)

600만원 이상 259(25.9)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 514(51.4)

-

주부 149(14.9)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96(9.6)

학생 79(7.9)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62(6.2)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종사자, 경찰/군인 15(1.5)

기타3) 85(8.5)

정치성향

진보적 340(34.0)

-중도 431(43.1)

보수적 229(22.9)

배우자 유 620(62.0) -

자녀 유 576(57.6) -

1인 가구 예 150(15.0) -
1)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현황(2019년 12월 기준)을 근거로, 전체 남한 인구(51,849,861

명)에 대한 성ㆍ연령ㆍ지역별 인구 비율을 계산(행정안전부, 2020)
2)　제주도에 거주하는 남한 성인 포함
3) 기타(기입): 종교인,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무직 등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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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실태에 대한 인식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네 가지 식

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별 남북한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

다. 모든 지표에 대해 응답자들은 남한보다 북한의 수치를 높게 기입하

거나 선택하여 남북한에 대한 인식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객관식 문항에서 남북한의 응답분포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

으로 남한의 경우, 지표의 수치가 낮은 보기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수치가 높은 보기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를 남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

며, 남북의 격차를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

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실태를 실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북한의 수준이 양호한 어린이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

표에서 응답자들의 인식과 북한 현황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각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의 경우, 응답자들

은 남한(12.7%)보다 북한(56.0%)의 비율을 네 배 이상 높게 기입하여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019년 북한의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이

40%임을 고려하면(FAO, 2019) 조사 결과는 실제보다 높은 수준이다. 에

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도 남북의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응답자의 약 80%가 남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을 ‘5%

미만’ 또는 ‘5% 이상 15% 미만’이라고 선택한 반면, 북한의 경우 대부분

(86.9%)의 응답자가 ‘25% 이상 35% 미만’과 ‘35% 이상’을 선택하였다.

특히 약 70%의 응답자가 ‘35% 이상’을 선택해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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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율을 매우 높게 인식하였다.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2016년~2018년 평균 47.8%로 보고되고 있는 바(FAO, 2019), 응답자들의

인식은 북한 실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n=1,000)

항목
남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p2) 북한 현황1)

Mean±S.D.
%

(기준 년도)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12.7±12.3 56.0±21.8 <0.001
40

(2019)

n(%)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5% 미만 377(37.7) 13(1.3)

<0.001
47.8

(2019)

5% 이상 15% 미만 436(43.6) 45(4.5)

15% 이상 25% 미만 119(11.9) 73(7.3)

25% 이상 35% 미만 42(4.2) 176(17.6)

35% 이상 26(2.6) 693(69.3)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20% 미만 924(92.4) 44(4.4)

<0.001
19.1

(2017)

20% 이상 30% 미만 51(5.1) 163(16.3)

30% 이상 40% 미만 10(1.0) 256(25.6)

40% 이상 15(1.5) 537(53.7)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

5% 미만 716(71.6) 21(2.1)

<0.001
2.5

(2017)

5% 이상 10% 미만 210(21.0) 83(8.3)

10% 이상 15% 미만 51(5.1) 179(17.9)

15% 이상 23(2.3) 717(71.7)

1) 출처: 식품불안정 인구비율(FAO & WFP, 2019),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FAO, 2019),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욜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
2) χ² 검정 또는 독립표본 t 검정

표 2. 남한 성인의 남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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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인 영유아 만성 및 급성영양실조율의

경우에도 응답자들은 남한보다 북한의 수준을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여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의

경우, 남한에 대해서는 대부분(92.4%)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수치인

‘20% 미만’을, 북한에 대해서는 과반수(53.7%)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수

치인 ‘40% 이상’을 선택하였다. 급성영양실조율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약

70%가 남한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5% 미만’을 선택한 반면, 북

한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15% 이상’을 선택하였다. 한편, 북한의

어린이 영양상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기준, 북한 5세 미만 영유아의 19.1%가 만성영양실조, 2.5%가 급성영양

실조로 조사된 바 있으며(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

러므로 응답자들의 인식은 특히 어린이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에서

실제 북한 현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에 대한 의견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 3

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주된 원인으로 ‘북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무능’(78.8%),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76.8%)를 선택하였으

며,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 ‘북한의 자원 및 기술 부족’, ‘주변국에

의한 북한 경제제재’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해결 방법으로는 대다

수의 응답자가 ‘북한의 개혁ㆍ개방’(93.0%)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는 ‘국

제사회의 지원’, ‘통일’, ‘남한의 지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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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00)

항목 n(%)

북한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원인1)

북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무능 788(78.8)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768(76.8)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290(29.0)

북한의 자원 및 기술 부족 286(28.6)

주변국에 의한 북한 경제제재 277(27.7)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 47(4.7)

기타2) 15(1.5)

북한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해결 방법1)

북한의 개혁ㆍ개방 930(93.0)

국제사회의 지원 434(43.4)

통일 284(28.4)

남한의 지원 245(24.5)

기타3) 21(2.1)

1) 복수응답
2) 기타(기입): 핵 개발 비용, 전쟁 준비, 미국 제재, 인권의식과 복지개념 부족 등
3) 기타(기입): 핵 개발 포기, 체제 변환, 북미수교, 기득권층의 부패 해결 등

표 3. 남한 성인의 북한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

3) 북한의 지속가능식생활에 대한 인식

한국형 지속가능식생활은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면서 건

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식품을 선택, 조리, 섭취, 폐기하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른 지속가능식생활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건강’, ‘환경’, ‘사회’이며, 지속가능식생활이란 이 세 가치를 함께 실현하

는 식생활을 의미한다(윤지현,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

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식생활과 연결시켜 북한의 지속가능식생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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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조사하였다(표 4). 분석 결과, 세 가지 핵심가치 모두에서 남

한이 북한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p<0.001).

응답자들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보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n=1,000)

항목
남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p2)

Mean±S.D.1)

건강

남/북한 주민은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 3.75±0.71 1.98±0.68 <0.001

환경

남/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환경친화적이다 3.21±0.79 2.48±1.01 <0.001

사회

남/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윤리적이다 3.22±0.77 2.31±0.79 <0.001

1)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독립표본 t 검정

표 4. 남한 성인의 지속가능식생활의 세 가지 가치별 남북 주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

3.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1)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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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응답자의 44.6%가 찬성(찬성 38.1%, 매우 찬성 6.5%), 36.7%가 반

대(반대 24.5%, 매우 반대 12.2%)하였고,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경우가

18.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

다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1.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n=1,000)

2019년 5월에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실시계획에 대한 보도 직후, 한국

갤럽에서는 해당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성ㆍ

연령ㆍ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

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47%가 반대, 9%가 모름/응답거절로 조사되었다(한국갤럽, 2019). 한국갤

럽의 여론조사는 2019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본 연구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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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해당 여론조사 당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

웠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각각 온라인 조

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료 수집 방

법에 따라 다른 매체(시각, 청각 등)를 통해 전달되므로, 측정 오차의 발

생과 ‘모름/무응답’의 응답률은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박현주, 이승희, 2017). 특히, 여론조사의 ‘모름/응답거절’

보다 본 연구의 ‘뚜렷한 의견이 없음’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응답자들

이 온라인 조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서는 ‘북한에 조건 없는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지지도를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은 4.19점으

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박주화

등, 2017). 통일연구원의 문항은 본 연구와 다르게 구성되어 그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단일 문항으로 조사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

하였다(표 5).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

서’(74.7%),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64.6%)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식량지원이 북한 주민

의 식량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통일 및 남북관계

와 밀접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임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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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찬성하는 이유1) (n=446)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333(74.7)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288(64.6)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220(49.3)

북한 주민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11(47.3)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8(17.5)

우리나라의 남는 식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72(16.1)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분위기에 따르기 위해서 20(4.5)

기타2) 4(0.9)

반대하는 이유1) (n=367)

북한의 특권층만 이익을 볼 것 같아서 287(78.2)

군사적 목적 또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 같아서 243(66.2)

지원된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 241(65.7)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96(53.4)

우리나라에도 식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서 190(51.8)

지원 효과(식량부족 해결, 영양상태 개선)가 없을 것 같아서 176(48.0)

자원(식량, 돈)낭비라고 생각해서 162(44.1)

기타3) 4(1.1)

1) 복수응답
2) 기타(기입): 우리나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등
3) 기타(기입): 정부가 거짓된 지원을 선동하는 것 같아서, 북한이 적대국가라서 등

표 5.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특권층만 이익을 볼 것

같아서’(78.2%), ‘군사적 목적 또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 같아

서’(66.2%), ‘지원된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65.7%)로 나타

났다. 이처럼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지원된 식량의 분배

나 사용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2018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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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정동준 등, 2018). 북한 정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신뢰도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상

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2019년 수행된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여부 및 지지수준

2019년에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의료 및 영양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였고(통일부, 2019b), 추가적인

5만 톤의 쌀 지원을 제안하였다(통일부, 2019e). 그림 2와 3은 2019년에

수행된 정부의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한 성인의 인지여부

와 지지수준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47.3%가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 소식

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5.3%(그렇다 31.3%, 매우 그렇

다 14.0%)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 톤의 쌀 지원을 계획

했었던 대북식량지원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55.2%)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40.9%(그렇다 26.8%, 매우 그렇다 14.1%)가 이를 지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7%가 찬성(찬성 29.0%, 매우 찬성 7.7%),

48.3%가 반대(반대 28.1%, 매우 반대 20.2%)하였으며, 의견이 없는 경우

가 15.0%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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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한 성인의 2019년 수행된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여부 및 지지수준

그림 3. 남한 성인의 2019년 수행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인지여부 및 지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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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1)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표 6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응답자의 일반

적 특성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찬성군과 반대군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p<0.001), 지역(p=0.026), 직업(p=0.006), 정치성향(p<0.001), 배우자 유무

(p=0.002), 자녀 유무(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의 경우, 찬성군은 40, 50대 중년층(각각 27.8%, 28.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반대군은 20대(27.0%)가 가장 많았다. 만 15세 이전

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이 수도권, 영남권인 응답자는 찬성보다 반

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지역(충청권, 호남권, 강원)은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

비율은 찬성군에서 53.8%, 반대군에서 14.2%로 나타났으며, 보수적인 정

치성향의 응답자 비율은 찬성군에서 13.9%, 반대군에서 35.4%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없는 경우보다 대북

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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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없음

(n=187)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2)

n(%)

성별
남성 85(45.5) 239(53.6) 184(50.1)

0.327
여성 102(54.5) 207(46.4) 183(49.9)

연령

20대 39(20.9) 58(13.0) 99(27.0)

<0.001

30대 46(24.6) 76(17.0) 72(19.6)

40대 43(23.0) 124(27.8) 60(16.3)

50대 33(17.6) 129(28.9) 66(18.0)

60대 26(13.9) 59(13.2) 70(19.1)

지역
(만

15세까지

가장

오랜기간

거주)

수도권 99(52.9) 226(50.7) 192(52.3)

0.026

영남권 42(22.5) 104(23.3) 111(30.2)

충청권 20(10.7) 52(11.7) 28(7.6)

호남권 21(11.2) 47(10.5) 29(7.9)

강원 5(2.7) 17(3.8) 7(1.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20.9) 80(17.9) 75(20.4)

0.508대학교 재학/졸업 130(69.5) 315(70.6) 257(70.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9.6) 51(11.4) 35(9.5)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48(25.7) 99(22.2) 95(25.9)

0.657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50(26.7) 117(26.2) 89(24.3)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51(27.3) 106(23.8) 86(23.4)

600만원 이상 38(20.3) 124(27.8) 97(26.4)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 97(51.9) 254(57.0) 163(44.4)

0.006

주부 28(15.0) 56(12.6) 65(17.7)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5(8.0) 44(9.9) 37(10.1)

학생 14(7.5) 27(6.1) 38(10.4)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12(6.4) 28(6.3) 22(6.0)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종사자,

경찰/군인
3(1.6) 6(1.3) 6(1.6)

기타1) 18(9.6) 31(7.0) 36(9.8)

정치

성향

진보적 48(25.7) 240(53.8) 52(14.2)

<0.001중도 102(54.5) 144(32.3) 185(50.4)

보수적 37(19.8) 62(13.9) 130(35.4)

배우자 유 113(60.4) 299(67.0) 208(56.7) 0.002

자녀 유 99(52.9) 286(64.1) 191(52.0) <0.001

1인가구 예 33(17.6) 58(13.0) 59(16.1) 0.214
1) 기타(기입): 종교인,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무직 등
2) 찬성군, 반대군을 대상으로 한 χ² 검정

표 6.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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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의 식량ㆍ영양

안보에 대한 인식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북한의 식량상황과 북한 주민의 영

양상태에 대한 관심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

다. 식량상황과 영양상태에 대한 관심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찬성군의 평균이 반대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한편, 식

량상황과 영양상태의 두 문항을 통합하여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찬성군 과 반대군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찬성군 3.21, 반대군

2.55),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찬성군 3.98, 반대군 3.32).

항목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2)

Mean±S.D.1)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관심 3.21±0.80 2.55±0.92 <0.001

평소에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다 3.23±0.82 2.57±0.93 <0.001

평소에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에 대해 관심이 있다 3.19±0.85 2.53±0.99 <0.001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3.98±0.75 3.32±1.02 <0.001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할 정도로 심각하다
3.96±0.79 3.29±1.06 <0.001

북한 주민들의 영양불량 상태는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할 정도로 심각하다
3.99±0.78 3.35±1.06 <0.001

1)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독립표본 t 검정

표 7.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의 식량ㆍ영양안

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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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을 비

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북한의 기아수준이 세계기아지수 심각성 척도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찬성

군 90.6%, 반대군 85.2%)가 북한의 기아수준을 ‘심각’, ‘위험’, ‘극히 위험’

단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응답분포

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찬성군이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을 보

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4). 실제 2019년 북한

의 세계기아지수는 27.7점으로 ‘심각’단계에 해당한다(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북한의 실제 기아수준보다 높은 단계(위험,

극히 위험)를 선택한 응답자는 찬성군의 62.3%, 반대군의 50.9%로 조사

되었다.

세계기아지수를 근거로 북한과 다른 나라(중국,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중 기아수준이 더 심각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북한과 중국을 비

교한 경우,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북한의 기아수준을 더 심각

하게 인식하였다(찬성군 92.8%, 반대군 84.7%).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한

을 선택한 비율은 찬성군에서 높고, 두 나라가 비슷할 것이라는 비율은

반대군에서 높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북한과 필리핀의 기아수준을 비교하였을 때에

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한 경우, 대부분

의 응답자가 두 나라의 기아수준이 비슷하거나 아프가니스탄이 더 심각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찬성군 80.3%, 반대군 82.5%) 대북식량지원에 대

한 태도에 따른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나라의 2019년 세계기아지수를 근거로 기아수준을 비교하면

(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중국은 6.5점으로 가장

낮은 단계이며 북한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리핀은 20.1점으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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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제

기아수준1)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2)

점 n(%)

북한의 기아수준1)

낮음(10점 미만)

27.7

15(3.4) 10(2.7)

0.004

보통(10점 이상 20점 미만) 27(6.1) 44(12.0)

심각(20점 이상 35점 미만) 126(28.3) 126(34.3)

위험(35점 이상 50점 미만) 165(37.0) 112(30.5)

극히 위험(50점 이상) 113(25.3) 75(20.4)

두 나라 중, 기아수준1)이 더 심각한 나라

북한과

중국

북한 27.7 414(92.8) 311(84.7)

<0.001중국 6.5 14(3.1) 12(3.3)

두 나라가 비슷할 것이다 - 18(4.0) 44(12.0)

북한과

필리핀

북한 27.7 382(85.7) 279(76.0)

0.002필리핀 20.1 13(2.9) 23(6.3)

두 나라가 비슷할 것이다 - 51(11.4) 65(17.7)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북한 27.7 88(19.7) 64(17.4)

0.130아프가니스탄 33.8 174(39.0) 169(46.0)

두 나라가 비슷할 것이다 - 184(41.3) 134(36.5)

현재 북한의 기아수준과 비슷한 과거 남한의 시기

1950년대 이전

-

58(13.0) 62(16.9)

0.028

1960년대 228(51.1) 159(43.3)

1970년대 128(28.7) 100(27.2)

1980년대 24(5.4) 30(8.2)

1990년대 7(1.6) 11(3.0)

2000년대 이후 1(0.2) 5(1.4)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식량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매우 좋아졌다)

-

3(0.7) 4(1.1)

0.004

그렇다(좋아졌다) 68(15.2) 37(10.1)

반반이다(변화가 없다) 240(53.8) 183(49.9)

그렇지 않다(나빠졌다) 109(24.4) 98(26.7)

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나빠졌다) 26(5.8) 45(12.3)
1)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지표를 근거로 한 기아수준(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19)
2) χ² 검정

표 8.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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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각단계의 임계값 수준이며, 북한보다 양호한 기아수준을 보인다. 아

프가니스탄의 경우, 북한과 같은 심각단계에 해당하지만, 33.8점으로 북한

보다 10점 이상 높아 기아수준이 더 심각한 상태이다. 이를 본 연구 결과

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기아수준

을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기아수준과 비슷한 과거 남한의 시기를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응답자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선택하였다(찬성군 79.8%, 반대군

70.5%). 분석 결과, 응답분포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28) 전체적인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다. 남한은 세계기아지수 산출 대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기준

으로 남북한의 기아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8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

소득은 143만 원으로(통계청, 2019a), 이는 남한의 1966년(131만 원)~1967

년(150만 원)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통계청, 2019b).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기아수준은 과거 1960년대의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찬성군 및 반대군 모두에서 1960년대의 응답

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찬성군 51.1%, 반대군 43.3%).

마지막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통일연구원의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출

범 이후 북한 식량 수급 상황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뿐만 아니라 2000년대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수경, 이규창, 도경옥, 홍제환, 2019). 그러

나 이러한 평가와는 다르게, 조사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김정은 집

권 이후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찬성군 78.2%, 반대군 76.6%). 한편,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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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분포를 비교한 결과, 찬성군에 비해 반대군에서 북한 식량상황의 변

화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4).

3)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찬성군과 반대군의 북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을 비교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 모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p<0.001). 5점 척도를 이용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일

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을 조사해왔다. 2015~2017년 동안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2015년 50.8%, 2016년

56.8%, 2017년 54.7%)가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매

우’ 또는 ‘다소’ 관심이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박주화 등, 2017).

항목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2)

Mean±S.D.1)

평소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3.59±0.75 2.97±0.99 <0.001

평소 대북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3.45±0.81 2.46±1.04 <0.001

평소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3.51±0.81 2.46±1.01 <0.001

1)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독립표본 t 검정

표 9.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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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식량지원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의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장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적

절한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

상과 방식 모두에서 찬성군과 반대군의 응답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특히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

났다.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응답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p=0.006), 전체적인 경

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응답자

는 가장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신생아’, ‘유아’, ‘학령기 어린이’를

선택하였으며(찬성군 92.4%, 반대군 87.2%), 그 중에서도 유아에 대한 식

량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찬성군 46.0%, 반대군 37.1%).

이러한 결과는 남한 성인이 식량부족에 대한 어린 대상자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영양문제는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

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유아보건을 포함한 모자보건

은 대북지원의 우선순위로 두어야할 분야이다(조경숙, 2016). 실제로도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 산모, 여성을 위한 영양지원 사

업을 실시해왔고,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영

유아 영양사업의 지원은 지속성을 가지고 큰 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다

(박상민, 이혜원, 2013).

가장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식으로 찬성군의 1/2 이상(54.7%)이 ‘남

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의 2/3 이상(71.7%)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

원’을 선택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

는 응답자의 경우, 지원된 식량의 분배나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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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대북식량

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4.0%)

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2013년 이후 정부차

원에서 시행된 대북지원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문경연

등, 2018a),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지원방식은 정치적 명분과 인도적 고려

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항목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2)

n(%)

가장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신생아/영아(만 2세 미만) 97(21.7) 100(27.2)

0.006

유아(만 2세 이상 6세 미만) 205(46.0) 136(37.1)

학령기 어린이(만 6세 이상 12세 미만) 110(24.7) 84(22.9)

청소년(만 12세 이상 19세 미만) 18(4.0) 16(4.4)

가임기 여성(만 19세 이상 49세 미만) 4(0.9) 3(0.8)

임산부/수유부 5(1.1) 7(1.9)

노인(만 65세 이상) 3(0.7) 4(1.1)

기타1) 4(0.9) 17(4.6)

가장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식

남한정부의 직접지원 244(54.7) 80(21.8)

<0.001국제기구(유니세프 등)를 통한 지원 167(37.4) 263(71.7)

민간단체(굿네이버스 등)를 통한 지원 35(7.8) 24(6.5)

1) 기타(기입): 모든 북한 주민, 당원/고위계층/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 0세~12세 등
2) χ² 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검정

표 10.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식량지원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의견



- 49 -

5)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및 통일

관련 인식

대북식량지원의 방향, 효과 및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11). 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의 방향에 대한 인식은 두

문항 모두에서 찬성군의 평균이 반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즉,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보다 크게

공감하였다.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또한 모든 문항에서 찬성군

의 평균이 반대군보다 유의하게 높아(p<0.001), 찬성군이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대북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문항 중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찬성군 4.36, 반대군

4.44). 이러한 결과는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낮은 신뢰가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따라서 투명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대북지원에서 모니터링은 중요한 사안이며(김

석진, 2006; 문경연, 2012), 대북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한편, 찬성군은 반대군보다 지원

된 식량이 대북식량지원의 본 목적(식량부족 해결 및 영양상태 개선)에

맞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반대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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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2)

Mean±S.D.1)

대북식량지원의 방향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02±0.61 2.28±0.92 <0.001

남북의 정치 및 안보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74±0.83 1.99±0.86 <0.001

대북식량지원의 효과

북한의 식량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81±0.66 2.33±0.98 <0.001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76±0.70 2.37±0.96 <0.001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61±0.82 2.22±0.96 <0.001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74±0.78 2.19±0.97 <0.001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56±0.85 2.08±0.98 <0.001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27±0.98 1.84±0.83 <0.001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지원된 식량의 사용

식량부족 해결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3.52±0.89 1.90±0.86 <0.001

군용(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3.06±0.90 3.99±1.00 <0.001

반드시 대북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4.36±0.76 4.44±0.94 0.184

1)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독립표본 t 검정

표 11.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대북식량지원의 방향,

효과 및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인식

표 12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다. 분석 결과, 찬성군은 반대군보다 통일을 더 희망하며 통일의 실현가

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p<0.001). ‘남북통일이 되기를 희망하십니

까?’라는 문항에 대한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은 각각 3.88점, 2.72점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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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은 각각 3.49점, 2.41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문항

에 ‘반반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통일 전

망 시기를 조사한 결과, 찬성군은 약 23년, 반대군은 약 32년 안에 통일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목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3)

Mean±S.D.1)

통일 희망

남북통일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3.88±1.00 2.72±1.19 <0.001

통일 전망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9±0.99 2.41±0.99 <0.001

남북통일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23.02±19.04 32.06±25.78 <0.001

1)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반반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 대상(찬성군 n=371, 반대군 n=162)
3) 독립표본 t 검정

표 12.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통일에 대한 인식

본 연구와 같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통일 관련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없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결과를 고찰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조사 및 연구에서 국민의 통일 의식을 분석하였으므로 그 전반적

인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당위

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영득, 이재묵, 2016; 이

상신, 2013; 이성우, 2018; 정동준 등, 2018; KBS 남북교류협력단, 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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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시기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분의 연도

에서 ‘20년 이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최근인 2016년과 2017

년의 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정동준 등, 2018).

6)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앞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찬성군과 반대군으로 나누

어 그 차이를 검증하는 다양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

한 남한 성인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그 중에서

도 어떠한 특성(변수)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강한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해당 특성(변수)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정치성향, 북한의 기아

수준에 대한 인식,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표 13).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독립변수 중,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

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은 각각 2개 문항(표 9), 6개 문항(표 11), 2

개 문항(표 12)으로 구성하였고, 평균(3점)을 기준으로 저관심군/고관심군

또는 저긍정군/고긍정군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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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찬성군

(n=446)

반대군

(n=367)
p7)

n(%)

성별
남성 [기준] 239(53.6) 184(50.1)

0.327
여성 207(46.4) 183(49.9)

연령

2-30대 [기준] 134(30.0) 171(46.6)

<0.0014-50대 253(56.7) 126(34.3)

60대 59(13.2) 70(19.1)

지역
(만15세까지가장

오랜기간거주)

수도권 [기준] 226(50.7) 192(52.3)

0.026영남권 104(23.3) 111(30.2)

충청권, 호남권, 강원 116(26.0) 64(17.4)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 [기준] 254(57.0) 163(44.4)

0.006
주부, 학생 83(18.6) 103(28.1)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종사자,

경찰/군인, 기타1)
109(24.4) 101(27.5)

배우자
유 [기준] 299(67.0) 208(56.7)

0.002
무 147(33.0) 159(43.3)

자녀
유 [기준] 286(64.1) 191(52.0)

<0.001
무 160(35.9) 176(48.0)

정치성향

보수적 [기준] 62(13.9) 130(35.4)

<0.001중도 144(32.3) 185(50.4)

진보적 240(53.8) 52(14.2)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2)

낮음, 보통 [기준] 42(9.4) 54(14.7)

0.004심각 126(28.3) 126(34.3)

위험, 매우 위험 278(62.3) 187(51.0)

Mean±S.D.6)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3) 3.5±0.8 2.5±1.0 <0.001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4) 3.6±0.6 2.2±0.8 <0.001

통일에 대한 인식5) 3.7±0.9 2.6±1.0 <0.001
1) 기타(기입): 무직, 종교인,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등
2) 세계기아지수 심각성 척도: 낮음(10점 미만), 보통(10점 이상 20점 미만), 심각(20점 이상 35점

미만), 위험(35점 이상 50점 미만), 극히 위험(50점 이상)
3) 2개 문항, 4) 6개 문항, 5) 2개 문항
6)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반반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7) χ² 검정 또는 독립표본 t 검정

표 13.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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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13)1)

항목 β OR(95% CI)7)

성별
남성 [기준]

여성 0.191 1.21 (0.76-1.94)

연령

2-30대 [기준]

4-50대 2.81** (1.52-5.17)

60대 1.32 (0.61-2.86)

지역
(만15세까지

가장오랜기간거주)

수도권 [기준]

영남권 1.032 0.77 (0.46-1.30)

충청권, 호남권, 강원 0.277 1.50 (0.87-2.59)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

[기준]

주부, 학생 0.123 1.13 (0.65-1.98)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생산/기능

/노무직종사자, 농업/수산업/축산

업/임업종사자, 경찰/군인, 기타2)
-0.125 0.88 (0.51-1.52)

배우자
유 [기준]

무 0.245 1.28 (0.60-2.71)

자녀
유 [기준]

무 -0.238 0.79 (0.35-1.79)

정치성향

보수적 [기준]

중도 0.497 1.64 (0.96-2.81)

진보적 1.781 5.94*** (3.22-10.93)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3)

낮음, 보통 [기준]

심각 -0.283 0.75 (0.36-1.56)

위험, 매우 위험 0.080 1.08 (0.55-2.15)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4)
저관심(3점 미만) [기준]

고관심(3점 이상) 1.367 3.93*** (2.42-6.36)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5)

저긍정(3점 미만) [기준]

고긍정(3점 이상) 2.961 19.32*** (12.25-30.45)

통일에 대한 인식6)
저긍정(3점 미만) [기준]

고긍정(3점 이상) 0.634 1.88** (1.19-3.00)

* p<0.05, ** p<0.01, *** p<0.001

Model χ² (p): 563.804 (p<0.001), Hosmer and Lemeshow test χ² (p): 5.507 (p=0.702)
1) 대북식량지원 찬성군(n=446)과 반대군(n=367) 대상
2) 기타(기입): 무직, 종교인,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등
3) 세계기아지수 심각성 척도: 낮음(10점 미만), 보통(10점 이상 20점 미만), 심각(20점 이상 35점

미만), 위험(35점 이상 50점 미만), 극히 위험(50점 이상)
4) 2개 문항, 5) 6개 문항, 6) 2개 문항
7)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찬성=1, 반대=0)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정치성향,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표 14.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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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모형의 Model χ² 값은 563.804(p<0.001)로 유의하였고, 모

형적합도(Hosmer and Lemeshow‘s Goodness of Fit test) χ² 값은

5.507(p=0.702)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정치성향, 대북지원 및 대

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연령, 통일에 대한 인식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긍정군에 비해 고긍정군에서 찬성할 확률이 19.3배 높게 나타났

다.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응답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찬성할

확률이 5.9배 높았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의 경우, 저

관심군에 비해 고관심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3.9배 높았

다. 2-30대 청년층에 비해 4-50대 중년층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

률이 2.8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저긍정군에

비해 고긍정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1.9배 높았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무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나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중요한 변수

로 파악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성향은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강

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권수현, 2017; 민태은, 2016; 이한수, 박진수,

2016).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도 진보적인 정치성향일

수록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와

결혼 변수는 대북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

다(권수현, 2017). 본 연구에서 연령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

이 있었으나 배우자 유무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앞선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와 달리 대북식량지원이 아닌 대북지원을 주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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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고, 대북지원과 대북식량지원의 태도 관련

요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치성향과 연령

(세대)은 남한 성인의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모두와 관

련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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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안

보에 대한 인식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을 북한 현황과 비교

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

고 이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40, 50대 비율

이 각각 약 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았다. 과반수(51.4%)의

응답자가 만 15세까지 수도권에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약 70%의

응답자가 최종 학력이 대학 졸업이거나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 소득수준은 3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150만원을 단

위로 네 수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소득수준의 비율이 전체의 1/4정도

로 고르게 나타났다. 과반수(51.4%)의 응답자가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

였으며, 정치성향은 중도(43.1%), 진보(34.0%), 보수(22.9%)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62.0%, 57.6%였

고, 15.0%의 응답자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비례할

당을 적용한 성ㆍ연령ㆍ지역 특성에 있어 모집단인 남한 성인과 비슷하

였다. 중요변수인 정치성향의 경우에도 전국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한 여

론조사와 응답자 특성이 비슷하였다.

2)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를 통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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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전반

적으로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를 실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북한의 수준이 양호한 어린이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의 경우,

북한 현황과 인식 수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각

하는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주요 원인은 ‘북한 기득권층의 부정

부패와 무능’(78.8%),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76.8%)로 조사되었으며, 해

결 방법은 ‘북한이 개혁 개방’(93.0%), ‘국제사회의 지원’(43.4%) 등으로

나타났다.

3)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44.6%가 찬성, 36.7%가 반대하였

으며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경우가 18.7%로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에 찬

성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74.7%), ‘남북관계 개

선을 위해서’(64.6%)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의 특권

층만 이익을 볼 것 같아서’(78.2%), ‘군사적 목적 또는 핵무기 개발에 사

용될 것 같아서’(66.2%), ‘지원된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

서’(65.7%) 등으로 나타나, 낮은 신뢰가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파악되었다.

4)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

한 관심이 높고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기아수준에 대해서도 보

다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가장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식으로는 찬성군

의 1/2 이상(54.7%)이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의 2/3 이상

(71.7%)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하여 차이를 보였다. 한편, 찬성

군은 반대군보다 북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한 찬성군은

반대군보다 통일을 더 희망하며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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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정치성향,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

원에 대한 관심, 연령,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

률이 무려 19.3배나 높게 나타났다. 보수보다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자

에서(OR=5.94), 2-30대 청년층보다 4-50대 중년층에서(OR=2.81) 대북식

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관심이 높고(OR=3.93),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가

(OR=1.88)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남한 성인이 인식하는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수준은 실제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

답자의 44.6%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36.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은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와 기

아수준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남한 성

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는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과 강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 전문업체에 대상자 모집과 온라인 설문조사 수행을 의

뢰하였다. 그러나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응답자의 대표성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인

남한 성인을 대표하기 위하여 인구현황을 근거로 성ㆍ연령ㆍ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할당하였지만, 전체 남한 성인이 아닌 조사 전문업체의

패널 중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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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터넷에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사람만 조사에 참여 가능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식량ㆍ영양안보 관련 지표별 남북한의 수치를 질문하였다. 응답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문항들에 지표의 개념과 수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으나, 몇 줄의 문항만으로 해당 지표를 명확히 이해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북한의 식량ㆍ영양

안보에 대한 남한 성인의 인식을 보다 정확히 조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와 같은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 영양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대북지원의 일부로만 언급되던 대북식량지원을

주제로 태도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인도적 차원과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

적 차원 모두에서 대북식량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통일한반도

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추진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대북식량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인 합의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북식량지원은 그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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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

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 영양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

민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적 지

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북식량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통일한반도를 준비하

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적 공

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식량지원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성인은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를 실제보

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북한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감정적으

로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이미 북한의 식량ㆍ

영양안보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실태를 알

리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정책적

으로 활용한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이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태도와 매우 큰 관련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

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 또한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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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

지원이 가져올 이익과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또한 대북식량지원

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문제와 결부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된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

을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대상

으로 통일준비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통일교육도 꾸

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북식량지원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사 결과,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남한 성인이 지원된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크게 공

감하여 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원된 식량의 분배나 사용에 대한 낮은 신뢰가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

는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남한 성인은 국제

기구를 경유한 지원방식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에

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

북식량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대

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ㆍ대북정책의 큰 틀 안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 그러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연구는 태도 관련 연구를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은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을 고려한 품목보다는 쌀, 옥수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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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들로 품목이 제한적이었으며, 이마저도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

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권

과 식량ㆍ영양안보의 보장을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대북

식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영양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

와 참여가 요구된다. 지원방식과 품목 등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전문성이

뒷받침된다면, 식량ㆍ영양안보의 보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높은 대북식량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지원을 포함하는 대북지원은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방식이 확대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당수의 남한 성인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

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국제기

구를 경유하는 대북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요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현황을 파악하거나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대북지원에 대한 깊

이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니

터링을 포함한 대북지원의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원의 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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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한 성인의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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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식량ㆍ영양안보�및�

대북식량지원에�대한�남한�성인의�인식조사1)

(온라인�설문)

� � 안녕하십니까?

� � 본� 설문은�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한�

성인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에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 중에도� 언제든지� 설문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항을�

끝까지�읽고�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 � 설문에�참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식품영양학과�푸드서비스ㆍ마케팅연구실

연구책임자:� 윤� 지� 현

담당연구원:� 남� 영� 민

연락처:�

이메일:�

1) 점선은 온라인 설문조사 시 화면구분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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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평소에�북한의�식량상황에�대해�관심이�있다 ☐ ☐ ☐ ☐ ☐

2)� 나는�평소에�북한�주민들의�영양상태에�대해�

� � � 관심이�있다
☐ ☐ ☐ ☐ ☐

3)� 북한의�식량부족상황은�

� � � 다른�나라의�지원을�받아야할�정도로�심각하다
☐ ☐ ☐ ☐ ☐

4)�북한�주민들의�영양불량상태는�

� � �다른�나라의�지원을�받아야할�정도로�심각하다
☐ ☐ ☐ ☐ ☐

A.� 다음은� 북한의� 식량ㆍ영양안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가장�가까운�보기를�선택하여�주십시오.

-----------------------------------------------------------------------------------------------------

식량ㆍ영양안보란�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를� 동시에� 함께� 생각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한� 양과� 질의� 식품에�

접근할�수�있는�상태를�의미합니다.�

식량안보는� 식량상황을� 다루며� ‘기아(굶주림)’� 문제를,� 영양안보는� 영양상태를�

다루며� ‘영양불량’� 문제를�해결하고자�합니다.

-----------------------------------------------------------------------------------------------------

1.� 다음은� 북한의� 식량상황과� 영양상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장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본인의�상태나�생각과�가장�가까운�보기를�선택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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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경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전체�

인구의�몇�%�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수준

3.� 북한의� 경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전체�

인구의�몇�%�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수준

4.� 남한의�경우,�평소에�섭취하는�에너지가�필요량보다�부족한�사람이�전체�인구의�몇�%�

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일반적으로� 35%�이상이면�매우�높은�수준으로�간주합니다.

①� 5%�미만� � � � � ②� 5%� 이상~15%�미만� � � � � ③� 15%� 이상~25%�미만� � � �

④� 25%� 이상~35%�미만� � � � � ⑤� 35%�이상

5.�북한의�경우,�평소에�섭취하는�에너지가�필요량보다�부족한�사람이�전체�인구의�몇�%�

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일반적으로� 35%�이상이면�매우�높은�수준으로�간주합니다.

①� 5%�미만� � � � � ②� 5%� 이상~15%�미만� � � � � ③� 15%� 이상~25%�미만� � � �

④� 25%� 이상~35%�미만� � � � � ⑤� 35%�이상

-----------------------------------------------------------------------------------------------------

6.� 남한의� 경우,� 5세� 미만� 어린이� 중� 단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해� 키에� 비해� 몸무게

가� 적게� 나가는� 어린이가� 전체의� 몇� %�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15%� 이상이면�매우�높은� 수준으로�간주합니다.

①�5%�미만� � � �②� 5%�이상~10%�미만� � � �③� 10%�이상~15%�미만� � � �④� 15%�이상

7.� 북한의� 경우,� 5세� 미만� 어린이� 중� 단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해� 키에� 비해� 몸무게

가� 적게� 나가는� 어린이가� 전체의� 몇� %�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15%� 이상이면�매우�높은� 수준으로�간주합니다. 

①�5%�미만� � � �②� 5%�이상~10%�미만� � � �③� 10%�이상~15%�미만� � � �④�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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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한의� 경우,� 5세� 미만� 어린이� 중�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가� 전체의� 몇� %�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40%� 이상이면�

매우�높은� 수준으로�간주합니다.

①�20%�미만� � � �②� 20%�이상~30%�미만� � � �③� 30%�이상~40%�미만� � � �④� 40%�이상

9.� 북한의� 경우,� 5세� 미만� 어린이� 중�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가� 전체의� 몇� %�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40%� 이상이면�

매우�높은� 수준으로�간주합니다.

①�20%�미만� � � �②� 20%�이상~30%�미만� � � �③� 30%�이상~40%�미만� � � �④� 40%�이상

-----------------------------------------------------------------------------------------------------

‘세계기아지수’는� 기아(굶주림)의� 정도를� 측정해� 기아수준을� 나타냅니다.� 아래와� 같

이� 기아를� 겪는� 사람이� 없는� 0점부터� 인구� 전체가� 기아를� 겪는� 100점까지� 기아수

준을� 점수화하며,� 기아수준을� 10점� 미만의� ‘낮음’부터� 50점� 이상의� ‘극히� 위험’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합니다.� 2018년� 119개국의� 평균� 기아수준은� 심각한� 수준(20.9점)

이였으며,�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극히� 위험한� 수준

(53.7점)이였습니다.

10.� 세계기아지수의� 5단계� 기아수준� 중,� 북한의� 기아수준은� 몇� 단계에� 속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낮음(10점�미만)� � � � ②�보통(10점�이상~20점�미만)� � � � ③�심각(20점�이상~35점�미만)� �

④� 위험(35점�이상~50점� 미만)� � � � ⑤� 극히� 위험(5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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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문항의� 두� 나라를� 비교하였을� 때,� 기아수준이� 더� 심각한� 나라는� 어디

라고�생각하십니까?

1) 북한과 중국         ①�북한� � � � ②� 중국� � � � ③� 두� 나라가�비슷할�것이다

2) 북한과 필리핀 ①�북한� � � � ②� 필리핀 ③�두� 나라가�비슷할�것이다

3)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①�북한� � �②�아프가니스탄� � � � ③�두�나라가�비슷할�것이다

-----------------------------------------------------------------------------------------------------

12.�현재�북한의�기아수준은�과거�남한의�어느�시기와�비슷한�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①� 1950년대�이전� � � � ②� 1960년대� � � � ③� 1970년대� � � � ④� 1980년대� � � � ⑤� 1990년대� �

⑥� 2000년대�이후

13.� 북한의�식량상황이� 2011년� 김정은�집권�이후�좋아졌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매우�나빠졌다)� � � � ②� 그렇지�않다(나빠졌다)� � � �

③�반반이다(변화가�없다)� � � � ④�그렇다(좋아졌다)� � � � ⑤�매우�그렇다(매우�좋아졌다)

-----------------------------------------------------------------------------------------------------

14.� 2019년� 5월� 발표된� UN(국제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10년�

사이� 최악이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①�예� � � � ②� 아니오

15.� 북한의�식량부족과�영양불량을�해결하기�위해�남한이�북한을�지원해야�한다고�생

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③,� ④,� ⑤� →� 15-1� 문항으로)

→� 15-1.�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이� 북한을� 지원해야� 하

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①�북한�주민의�굶주림을�해결하기�위해서 ②�어려움에�처한�동포를�돕기�위해서� �

③� 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해서 ④�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⑤�통일을�준비하기�위해서 ⑥�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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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한�성인은�건강한�식생활을�한다 ☐ ☐ ☐ ☐ ☐
2)� 북한�주민은�건강한�식생활을�한다 ☐ ☐ ☐ ☐ ☐
3)� 남한�성인의�식생활은�환경친화적이다 ☐ ☐ ☐ ☐ ☐
4)� 북한�주민의�식생활은�환경친화적이다 ☐ ☐ ☐ ☐ ☐
5)� 남한�성인의�식생활은�윤리적이다 ☐ ☐ ☐ ☐ ☐
6)� 북한�주민의�식생활은�윤리적이다 ☐ ☐ ☐ ☐ ☐

16.�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골라주

십시오)

①�북한의�사회주의�체제 ②�북한�기득권층의�부정부패와�무능� �

③� 북한의�자원�및� 기술�부족 ④�주변국에�의한�북한�경제제재� � � �

⑤� 남한�및�국제사회의�지원�부족 ⑥�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 �

⑦�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17.�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모두�골라주십시오)

①� 통일� � � � ②� 북한의� 개혁ㆍ개방� � � � ③� 남한의� 지원� � � � ④� 국제사회의� 지원� � � �

⑤� 기타(� � � � � � � � � � � � � )

-----------------------------------------------------------------------------------------------------

18.� 다음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각� 문장에� 대한�

본인의�생각과�가장�가까운�보기를�선택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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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가까운�보기를�선택하여�주십시오.

-----------------------------------------------------------------------------------------------------

1.� 평소� 대북지원에�대해�관심이�있으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2.� 평소� 대북식량지원에�대해�관심이�있으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

3.� 대북식량지원에�대해�일반적으로�찬성하십니까?�또는� 반대하십니까?

①�매우�찬성한다� � � � ②� 찬성한다� � � � ③� 반대한다� � � � ④� 매우� 반대한다� � � �

⑤�뚜렷한�의견�없음� (①,②→� 3-1� 문항으로,� ③,④→� 3-2� 문항으로)�

→� 3-1.� 대북식량지원을�찬성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①�북한�주민의�먹을�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②�어려움에�처한�동포를�돕기�위해서

③�남북관계의�개선을�위해서 ④�통일의�기반을�다지기�위해서

⑤�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⑥�국제사회와�주변국의�분위기에�따르기�위해서

⑦�우리나라의�남는�식량을�처리하기�위해서� � ⑧� 기타(� � � � � � � � � � � )�

→� 3-2.� 대북식량지원을�반대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①�지원�효과(식량부족�해결,� 영양상태�개선)가� 없을�것�같아서 � � � � �

②� 자원(식량,� 돈)낭비라고�생각해서

③�지원된�식량이�어디에�쓰이는지�알�수�없어서

④�북한의�특권층만�이익을�볼�것�같아서

⑤�군사적�목적�또는�핵무기�개발에�사용될�것�같아서

⑥�북한의�체제유지에�도움이�될� 것� 같아서

⑦�우리나라에도�식량지원이�필요한�사람이�많아서

⑧�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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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2019년)� 6월에�남한정부는�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의�대북�지원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지원금은�북한�취약계층의�의료� 및� 영양지원사업을�위해�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대북지원�소식을�접한�적이�있으십니까?�

①�예(→� 4-1� 문항으로)� � � � ②� 아니오

→� 4-1.� 이러한�인도적�대북지원을�지지하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5.� 올해(2019년)� 6월에� 남한정부가� 북한에� 5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접한�적이�있으십니까?

①�예(→� 5-1� 문항으로)� � � � ②� 아니오

→� 5-1.� 이러한�인도적�대북식량지원을�지지하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6.� 남한정부는� 앞선� 두� 번의� 지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고려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추가지원에�대하여�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①�매우�찬성한다� � � � ②� 찬성한다� � � � ③� 반대한다� � � � ④� 매우� 반대한다� � � �

⑤�뚜렷한�의견�없음

-----------------------------------------------------------------------------------------------------

7.� 북한� 주민�중�식량지원이�가장�필요한�대상이�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①�신생아/영아(~만� 2세� 미만) � ②� 유아(만� 2세� 이상~6세� 미만)� � � �

③� 학령기�어린이(만� 6세� 이상~12세�미만) � ④� 청소년(만� 12세� 이상~19세� 미만)

⑤� 가임기�여성(만� 19세� 이상~49세� 미만)� � � � ⑥� 임산부/수유부

⑦�노인(만� 65세�이상) � ⑧기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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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인도적�차원에서의�대북식량지원은�

� � � 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 ☐ ☐ ☐ ☐

2)� 대북식량지원은�남북의�정치�및�안보상황과

� � � 관계없이�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 ☐ ☐ ☐

3)� 지원된�식량은�식량부족�해결�및�영양상태�개선을

위해�사용될�것이다
☐ ☐ ☐ ☐ ☐

4)� 지원된�식량은�군용(군사적�목적)으로�

� � � 사용될�것이다
☐ ☐ ☐ ☐ ☐

5)� 반드시�대북지원된�식량의�사용에�대한�

� � � 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한다
☐ ☐ ☐ ☐ ☐

8.� 다음은� 대북식량지원과� 북한에� 지원된� 식량에� 대한� 문장입니다.� 각� 문장에� 대한�

본인의�생각과�가장�가까운�보기를�선택해주십시오.

-----------------------------------------------------------------------------------------------------

9-1.� 다음� 보기� 중� 대북식량지원의�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모두�골라주십시오)

①�남한정부의�직접지원� � � � ②� 국제기구(유니세프�등)를�통한�지원� � � �

③� 민간단체(굿네이버스�등)를�통한�지원

9-2.� 다음� 보기� 중� 대북식량지원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하나만�골라주십시오)

①�남한정부의�직접지원� � � � ②� 국제기구(유니세프�등)를�통한�지원� � � �

③� 민간단체(굿네이버스�등)를�통한�지원

-----------------------------------------------------------------------------------------------------



- 84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북식량지원은�북한의�식량부족�해결에�

� � � 도움이�될�것이다
☐ ☐ ☐ ☐ ☐

2)� 대북식량지원은�북한� 주민의�영양상태�개선에�

� � � 도움이�될�것이다
☐ ☐ ☐ ☐ ☐

3)� 대북식량지원은�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

에�

� � � 도움이�될�것이다

☐ ☐ ☐ ☐ ☐

4)� 대북식량지원은�남북관계�개선에�도움이�될�것이다 ☐ ☐ ☐ ☐ ☐
5)� 대북식량지원은�통일�준비에�도움이�될�것이다 ☐ ☐ ☐ ☐ ☐
6)� 대북식량지원은�통일비용을�줄이는데�

� � � 도움이�될�것이다
☐ ☐ ☐ ☐ ☐

10.� 다음은�대북식량지원의�효과를�설명하는�문장입니다.� 각� 문장에�대한�본인의�생

각과�가장�가까운�보기를�선택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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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거나�내용을�작성하여�주십시오.

-----------------------------------------------------------------------------------------------------

1.�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①�남� � � � ②� 여

2.� 귀하의�생년월을�기입해주십시오.� (예.� 1990년� 1월)

(� � � � � � � � � )년� � (� � � � � � )월

3.� 현재� 귀하께서는�배우자가�있으십니까?

①�예� � � � ②� 아니오

4.� 현재� 귀하께서는�자녀가�있으십니까?

①�예� � � � ②� 아니오

5.� 현재� 귀하께서는�혼자�살고� 계십니까?

①�예� � � � ②� 아니오

-----------------------------------------------------------------------------------------------------

6.� 귀하께서�만� 15세까지�가장�오래�거주하셨던�지역은�어디입니까?

①� 서울� � � � ②� 부산� � � � ③� 대구� � � � ④� 인천� � � � ⑤� 광주� � � � ⑥� 대전� � � � ⑦� 울산� � � �

⑧� 경기도� � � � ⑨� 강원도� � � � ⑩� 충청북도� � � � ⑪�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 �

⑫� 전라북도� � � � ⑬� 전라남도� � � � � ⑭� 경상북도� � � ⑮� 경상남도� � � � ⑯� 제주특별자치도� �

⑰� 기타(� � � � � � � � � � � � � � � � � )

7.� 귀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①�초등학교�졸업�이하� � � � ②� 중학교�졸업� � � � ③� 고등학교�졸업� � � �

④� 대학�재학/졸업� � � � ⑤� 대학원�재학/졸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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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함께�살고있는�가족구성원의�월� 평균�소득은�모두�합해� 얼마나�되십니까?

①� 150만원�미만 � � ②� 1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 � �

③� 300만원�이상~450만원�미만 � � ④� 450만원�이상~600만원�미만� � � �

⑤� 600만원�이상~750만원�미만 � � ⑥� 750만원�이상� � � � � � �

9.� 현재� 귀하의�직업은�어떻게�되십니까?�

①�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종사자 � � ②� 사무/관리/전문직�종사자� � � �

③�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 ④� 생산/기능/노무직�종사자� � � �

⑤� 경찰/군인 � � ⑥� 주부� � � �

⑦� 학생 � � ⑧� 기타(� � � � � � � � � � � � )� � � � �

-----------------------------------------------------------------------------------------------------

10.� 현재� 귀하의�정치성향은�다음�중� 어디에�가깝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보수적� � � � ②�약간�보수적� � � � � ③�중도� � � � ④�약간�진보적� � � � ⑤�매우�진보적�

11.� 평소� 귀하께서는�북한에�대해�관심을�가지고�계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12.� 귀하께서는�남북통일이�되기를�희망하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13.� 귀하께서는�남북통일이�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지�않다� � � �②�그렇지�않다� � � �③�반반이다� � � �④�그렇다� � � � ⑤�매우�그렇다

(③,④,⑤→� 12-1� 문항으로)�

→� 13-1.� 귀하께서는�몇� 년� 안에� 통일이�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 � � � �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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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North Korea and attitude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adults

Youngmin Na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erception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North Korea and attitude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adults. During September-October 2019,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0 adults aged 19-69 years. The

sample was allocated proportionally according to gender, age and region to

represent South Korean adults. The respondents generally perceived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North Korea more seriously than it actually is.

Especially in children indicator, the gap between perceived and actu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North Korea is big. A total of 44.6% of the

respondents agreed (Agreement group), 37.7% disagreed (Disagreement

group), and 18.7% neither agree nor dis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The Agreement group chose "direct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as the

most appropriate channel for food aid whereas the Disagreement group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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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outh Korean adults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on

the effect of food aid to North Korea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it

(OR=19.32). The progressives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than the conservatives (OR=5.94). South Korean adults in their 40-50s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than those in their

20-30s (OR=2.81). South Korean adults with a higher concern on food aid to

North Korea (OR=3.93) and more positive perception on Korean unification

(OR=1.88)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was their perception on the effect of it. As strategies to draw social

consensus on food aid to North Korea, it is recommended to systematize the

monitoring process on the effect of food aid to North Korea and inform the

public of the results.

Keywords: food and nutrition security, food assistan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ine survey, logistic regression

Student Number: 2018-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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