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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한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의 차이는 있어 왔지만 지

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도모해왔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꾸

준한 지원은 북한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하여 비정치적 맥락의 성격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보건의료 지원영역과 지원주

체는 어떠한 양상과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분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목적을 갖는

다.

기존의 연구들은 보건의료분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보건의료 원조에 협력하는 다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분석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원조와

북한에 지원되는 보건의료분야의 개별 국제기구의 활동 초점을 중

심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원조 협력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연구 자료로 OECD의 통계 데이터 베

이스인 원조목적코드(CRS)와 OCHA의 재정추정서비스(FTS)를 활

용하여, 1973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된 31개 보건의료 지원영역과

해당 영역에 원조를 참여한 45개 지원주체와 이들 중 34개의 지원

주체와 핵심 중간기관에 대한 분석을 각각 제시하였다.

핵심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북한은 31개의 세부

영역 중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MRAS)가 전체

영역의 34.6%로 상회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Basic health

care(BHC) 10.9%와 Basic nutrition(BN)7.3%가 가장 많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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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다음으로 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전체 네

트워크에서 핵심 영향력을 가진 지원주체와 중재자 역할을 알 수

있는 중앙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Unicef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핵

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위세중앙성 분석 결과 역시도 지원

주체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의 특징을 정리하

자면, 첫 번째 분석결과인 세 가지 핵심 지원영역과 전체 네트워

크에서 활발한 지원을 받은 지원영역 세 분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MRAS의 지원이 가장 높지만 BN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BN에 대한

지원주체들이 더 넓고 다양한 연결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34개의 국가들이 가장 많은 지원

과 참여를 해 온 중앙기관은 Unicef, WFP로 전체 네트워크 내 연

결중심성 값은 0.5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IFRC

로 연결중심성 값은 0.4117 이었다. 다음은 위세 중앙성 분석을 통

하여 중앙기관 연결망 내에서 응집된 그룹의 결과를 통하여 유사

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40개 중간기관의 위세 중앙성 분석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응

집력을 보인 기관들의 집단은 IFRC, Red Cross, OCHA, WFP로

나왔다. 이들 기관은 지원국가와 중심기관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에서 모두 상위 10위 안에서 핵심 기관으로 선택되거나 중심 협력

국가 많은 기관들이었다(연관 국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

일, 호주, 덴마크).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

조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자료원만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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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성을 갖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적 지원형태와 국제사회의 비

국가 행위자들의 관계망 역시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

구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지원영역에 대한 세부분

야와 지원주체들의 관계적 특성을 도출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

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주요어 : 대북지원, 보건의료분야, 협력 네트워크, 사회연결망, 북한,

국제사회

학 번 : 2018-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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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현 정권1)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원조에 대한 인식

은 북한이 국제사회2)의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으나, 원조에 대

한 입장이 북한과 국제사회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으로부터의 원조 역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립적 구도3) 양상을

갖는데, 이는 한국이 북한에게 직접적 원조를 하는 입장을 선호하

지 않는다는 것4)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원조는 직접적이기 보다 국제사회

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유지해왔다. 한국의 대북지원은

정권별 대북 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지원의 규모가 결정되어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기반

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이 대북 정책으로 자리 잡고 남북교류가 활

발하게 되었다.

1) 김일성 정권 ~ 김정은 정권
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sked with resolving global commons

issues throug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United
Nations’(Ellis, 2009:3).

3) 북한은 남한을 원조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남한의 경제적 성장을 돕

는 원조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북한이 남한을 경쟁적 국가로 생각

한다고 하였다(김지영, 2019).
4) 남한은 1994년의 북한 경수로 2 건설 협력 경험에서 북한은 남한이 전면에 나서

는 형태를 경계한다고 하였다(장형수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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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 강경노선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무

상지원을 비롯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림1>을 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사회를 통

한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림 1]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액 (1995~2019)

단위: 억원

출처: 통일부

1995년 이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5)은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과 국제기구 및 민간 NGO단체 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직접 방식인 양자 간 지원은 지원금

액의 약 65%를 차지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약 35%를 차지한

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35%를 상회한다는 것은 대북지원

에 있어 국제기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성

한, 2018).

5)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도적 목

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통일부)

➀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➁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➂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➃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건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➄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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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지원은 국내 정치로부터 제약

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규모의 문제보다 대북 지원에 대한 지속성

을 인도적 차원과 외교적 도구로서 중요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2014; 강명옥,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 사업 연구는 남한의 대북 지원 활동이 주요 대상이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에 대한 틀은 과소평가되어왔다 (장형수,

2008).

또한 아래 <그림2>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

원 세부분야 중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적 지원 분야 중 보

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림 2]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분야별 지원 비율 (1995~2019)

단위: 억원

출처: 통일부

하솔잎 외(2017)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된 총

562개의 전체 대북지원사업 중 보건의료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부/기관, 민간기관, 해외기관으로 종합한 결과 88%가 해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내 정부 및 기관은 8개 그리고 민간기관은

90개가 채 되지 않는다 하였다.

<표 1>은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시에, 중간기관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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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WFP, UNICEF, WHO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대북지원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총액(1996년~2019년)

구 분
국제기구별(만불) 합계

WFP UNICEF WHO 기타 만불 억원
1996~2019 14,130 4,013 6,648 885 25,676 2,850

출처: 통일부

이는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변화에 따

라 지원 규모 차이는 있지만 국제사회를 통해 꾸준하게 지원해왔

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비정치적 맥락의 성격을 갖기에 지속성

을 보여 왔다(조한승, 2018).

특히 북한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WHO와 UNICEF를 중심으로 이뤄진 보건협력 관련

기관들이다. 이들의 북한 내 활동 역량과 협력 연결망을 파악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경향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하는 공여국 및 기관 중심으로 이들의 협력활동의 중요성

을 경험적, 규범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란 국가의 특수

성에 가려져 거시적인 측면인 남북연구, 정부 중심의 대북지원, 통

일을 위한 독일의 보건교류협정을 모델로 한 대비책의 틀에서 해

방 직후부터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

자해왔으며, 북한의 보건의료지표는 북한의 보건 하부시스템 및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성봉,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기반으로 북한의 특수성 중심이 아닌 북

한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외원조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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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 원조실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 자료원을 통하여

이들의 보건의료분야 원조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조에 실증적

답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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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네트

워크 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지원영역과 수행 주체의 양상과 속성 그

리고 어떤 네트워크 특징을 갖고 있는가?

2.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는 어

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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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북한의 국제사회 원조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대외원조 인식

첫 번째로 국제사회와 북한의 원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떤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김지영(2019)은 194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의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시기별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역사는 크게

냉전 시기와 인도적 지원 시기로 나뉠 수 있다.

냉전 시기 북한 원조는 아래 <표 2>를 보면 1948년 북한 정권 수

립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

의 원조 지원을 받으며 원조를 경제개발에 필수적 요소로 생각하

였다. 1950년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북한 정권의 원조는 대폭 증

가하였고, 실제 전후 북한의 원조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1954년 북한 정부의 수입의 33.6% 비중이 원조로 충당되었고,

1954년에서 1956년 약 2년 기간 동안 북한 전체 수입의 80%를 상

회했다(신용수, 2000; 김지영, 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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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대외원조 (1945-1990) (단위: 달러)

연도 소련 중국
(타)사회주

의 국가들

OECD

국가들
합계

1945-1949 53.0 - - - 53.0
1953-60

(증여:grant)

609.0

(325.0)

459.6

(287.1)

364.9

(364.9)

-

-

1,888.5

(977.0)
1961-70 558.3 157.1 159.0 9 883.7
1971-80 682.1 300.0 - 1,292.2 2,274.1
1981-90 508.4 500.0 - - 1,008.4
합계 2,409.8 1,417.0 523.9 1,310.0 6,102.7

출처: Korea Developmet Institute, ‘North Korea Economy Indicator’. 1996,

p.161(김지영, 2019:20의 내용 재인용)

하지만 1990년대 소련과 주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로

북한에 대한 원조 비중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70년대에는 국

제사회(OECD)의 대북 지원은 전액 유상이었으며, 사회주의 국가

들 역시도 유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넘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수여하기 시작하였

고, 많은 국가들의 지속적인 원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이다.6)

이 시기 북한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은 이분법적 인식으로 사회

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형제적 원조’, ‘사심없는 원조’ 등 긍정적 평

가를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미국에게는 ‘신식민

주의적 약탈자’라고 선전하였다(김지영, 2019).

인도적 시기는 1995년부터 북한은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생긴 식량난으로 많은 아사자들이 생기자 국제사회에 직접 긴급구

호 요청을 하였다. 한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

6) 원조와 북한경제 악화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의 영역 밖이기에 시기적 원 조 변

화와 특징만을 본 논문에서는 기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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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줄어

들었다7). 북한의 핵 문제로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

원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대북 지원 규모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원조 지원액에 대한 규모

추이가 있으나, 199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는 점이다.

이 시기 역시도 북한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많은 원조를 받

고 있음에도 북한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은 구조주의8) 시각을 기

초한 공여 기관의 착취와 신식민주의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인

데, 이는 초기입장과 일관적인 북한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입장

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공여국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협력적 관계는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협력적 관계의 한계는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

제사회의 원조는 허용하지만 국제사회들의 자체적인 조사를 허용

하지 않는데 이는 실제 지원의 구체적인 효과를 사회통계로 확보

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이금순,2003).

2. 국제사회의 북한평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

한 여러 지표를 통하여 결정된다. 그 중 OECD 개발원조위원회와

7) 대북 인도적 지원 1999년 3.8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0.3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

(김지영,2019:21).
8) 북한의 체제 정당성의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으로 원조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구조

주의적 시각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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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수원국 구분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의 평가는 저개발, 체제전환9) 필요국가, 독재국가 그리고 취약국가

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OECD의 DAC 원조 수원국가목록에 1996년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원국10)에 대한 목록에서 ‘Other Low Income

Country(OLIC:기타 저소득 국가)’11)에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라

1996년에만 중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2018년까

지는 ‘기타 저소득 국가’12)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기타 저소득 국가’ 범

위 구간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 북한만이 유일하게 모든 연도에 해

당하는 국가이며, 북한 다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해당연도

횟수 기준에 따라 짐바브웨, 케냐,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공화국이

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기타 저소득 국가’로만 분류하지 않고 다

른 국가와는 다른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북

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조원(2008)13)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취약국가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국

가’로 정의할 수 있다(이조원, 2008:291). 사실 취약국가의 성격은

국제정치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서 그 기준을 몇 가지로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취약성(fragility)의 구조는 정치적 무

9) 체제전환국 모델은 북한과 같이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

제로 이행을 경험한 중앙 및 동부 유럽국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생긴 모델
10) 세계은행의 GNI per capita 기준
11) ①Least Developed Countries ② Other Low Income Countries ③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④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2) 2000년~2018년 GNI 변화 범위는 $ 760 ~ $ 1045 사이였으며, 2018년 기준을 제외

하고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범위 구간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두 국가분류인 중저

소득 국가와 중상위 국가들의 기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13) 이조원(2008) ‘취약국가모델과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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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경제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OECD/DAC에서는 취약국가를 원조제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쌍

무적 파트너십이 어려운 국가(difficult aid partners) 라고 규정한

다(이조원, 2008; 권혁주, 2010).

국제사회의 취약국가 모델에 대한 개발지원 전략은 이들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유형적 차등적 지원 전략 수립의 시각

을 갖고 있다. 유형적 차등적 지원 전략은 OECD/DAC의 ODA를

위한 5대 평가 기준14)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취

약국가의 유형과 개발원조 수단을 살펴보면 북한은 제3유형에 속

함으로 북한의 속성을 의지부재, 능력 존재 그리고 원조의 수단은

주로 국가 예산 밖에서 이루어지는 UN, NGO 등을 통하여 이뤄지

며, 이러한 유형별 접근법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UN 등의 다자간 지원이나 NGO 등의 시민사회에서의 지원이 용

이하다고 하였다(이조원, 2008).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수원국의 지위를 공식적으

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세계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기에, 이들

기관의 차관원조, 기술지원, 정책지원, 기부와 같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조원, 2008; 김중호, 2014).

14) OECD/DAC의 ODA 5대 평가 기준 ① 목적 적합성(Relevance), ② 실시의 효율성

(Efficiency), ③ 활동의 유효성(Effectiveness). ④ 파급효과(Impact), ⑤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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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중 보건의료분야

에 관한 선행연구는 Google Scholar, RISS, KISS, PubMed 등을

통하여 검색어는 ‘Health system DPRK’, ‘health partnership

DPRK or North Korea’, ‘국제사회 보건의료’, ‘대북지원, 북한 보

건의료분야’ 등으로 이용하였다.

국내 연구들 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은 2000년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정부의 대북 지원 기관의 다원화를 공표하면서

확대되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NGO 중심의 대북지원 연구들과 국가 중심의

정권별 대북정책 변동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검색된 국내

선행연구들 중 국가중심 및 정권변동 내용을 제외하고, 국제사회

를 통한 북한 보건의료지원에 대한 관련 내용을 연구한 선행연구

들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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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 국내 선행연구

문헌 국제사회 대북지원 보건의료분야 중심내용

김성한 외

(2018)

-국가 중심적 대북지원 중심

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

원의 역할이 과소평가 되어

연구를 통하여 대북지원 정책

방안으로 적극 활용 주장함

-한국 정부 1995년부터 2017

년까지 진행한 대북지원을 보

면, 국제기구의 비중은 17%

차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

역할은 모니터링이 양자 지원

보다 용이하며 원조의 투명성

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을 줄

이기 위함

-2018년 북한 상주기구 WFP, WHO,

UNDP, UNICEF, UNFPA 중 한국 대북

지원 시 중심 지원기구 포함

-1996년~2015년까지 한국에서 국제기구

를 통한 대북지원 총액 중 가장 많이 지

원한 세계식량계획 1억 3,680만 달러, 세

계보건기구 6,548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3,663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885만 달러

순이었음.

-보건의료분야의 세부 지원 내용은 말라

리아 방여(2000-2010), 의료기자재, 영유

아 지원, 모자보건 사업, 최약계층 대상

지원을 함.

국제사회 중심의

대북지원영역에

대한 원조금액

및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최춘흠 외

(2008)

-UN기구들의 대북지원 과정

과 분야별 현황 및 평가 분석,

개별 국제기구의 활동에 초점

을 맞춰 분석함

-각 분야별 현황 및 분석 내용

국제기구 활동

중심의 전반적인

대북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하솔잎 외

(2017)

-전체적인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 사업현황을 공여기관별

(국내 민간기관, 국내정부기

관, 해외기관) 구분하여 기초

DB 구축 및 분석

-1995년부터 2918년 7월까지

총 562개의 사업 중 해외기관

에 의한 보건의료분야 대북지

원 사업의 수는 467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가 구

축되어야 함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

업의 내용은 크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병원 보수 및 건립, 백신지원, 영양

지원, 감염병 관리, 질병퇴치, 식수위생

등

-2000년 기점으로 해외 민간기관들의 보

건의료분야 지원이 증가하면서, 병원 개

보수 및 현대화 사업, 제약공장 설비 등

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착수 증가

-사업 선정 시 북한에서 요구하는 분야

를 중심으로 사업방향이 결점됨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현황 실정에 근거한 사

업 우선순위 결정에는 미흡, 지역 간 건

강격차로 지원성과에 한계 지적함

국내 외 보건의

료분야를 중심으

로 한 기관유형

과 사업내용에

대한 기초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은 외

(2018)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서비스

지원에 참여한 국제기구 및

정부,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연

결망 분석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전반

적인 지원 기구들의 네트워크 관계 분석

한국의 대북지원

을 중삼으로 한

대북 영유야 사

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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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건의료 분야 협력 네트워크 이론적 논의

1. 북한의 보건의료 성과지표와 국제 보건 협력 거버넌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중 보건의료분야는 비정치적 맥락을 갖

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조한승, 2014). 이는 북한에 대한 보건의

료분야에 대한 원조 지속성을 갖게 한 이유 중 하나(강동완, 2008)

이며, 독일의 통일 경험15)에 비추어 볼 때 통일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통해 체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요한 원동력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기

저 되어 있다(김병기, 2018).

북한의 ‘독자적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시스템16)’은 해방 직

후부터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선진성을 보여

주는 징표로 활용되었다(강동완, 2008; 이성봉, 2010).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의 한계성은 자료의 신뢰성으로

연결된다. 국제사회가 원조를 결정할 때 골자가 되는 것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

지 않아 보건의료 성과지표가 <표 4)>를 보면 경제수준을 측정할

때 쓰인다.

15) ‘통일 전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교류협력시 체제상부담 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보건의료 분야 협상을 가장 먼저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정치적 이

슈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된다’(김병기, 2018:164).
16)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광범위한 예방의료, 고려의학 등을 골자로 함

(신희영 et al., 2016; 김병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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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 수준별 주요 보건의료 성과지표 (2007년 기준)

항목

국가

1인당 GNI

(미 달러)

5세 이하

사망률

(천 명당 명)

영아 사망률

(천 명당 명)

평균수명

(세)

선진국 38,579 6 5 79

개발도상국 2,405 74 51 67

저개발국 491 130 84 55

세계평균 7,952 68 47 68

출처: UNICEF(2008:121) (이성봉, 2010: 82 재인용)

보건의료의 분야 원조의 지속성을 비정치적 맥락이라는 것은 정치

적 사안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다(강동완, 2008). 보건의료분야의 위 같은 특징은 국제사회와 한

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로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

라는 명목으로 원조의 지속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보건

의료분야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는 WHO, UNICEF,

WFP 등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국제적 골자 역할을 하는

WHO와 UNICEF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도 및 기여도가 높

다. 이는 두 기구는 회원국으로부터의 강제성을 가진 분담금보다

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자발적 후원금과 기부금에 의

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다(조한

승, 2015).

국제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참여를 통하여 협력적 관계를

갖는 큰 동기는 기능적 동기와 규범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Steffeck, 2013). 규범적 동기는 국제적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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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주도하려는 의미를 뜻한다. 반면 기능적 동기는 특정 국제기

구와 체결하여 보수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Bichesel, 1996).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기구17)가 위 두 가지의 동기로 다양한

행위자들을 받아들이지만 국제기구의 사업의 정책 사이클18)의 모

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을 기획하고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협력 행위자들은 제한을 갖고, 주로 정책평

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 시행 단계에 집중을 갖는 비수평적 관

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Schelftel, 2009).

그러나 국제 보건협력 분야19)에서 국제기구와 원조에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관계는 정책 사이클의 단계에서 중

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Fildeler, 2010; 조한승, 2015).

국제 보건협력 관련 국제기구들의 전문성 우선과 분산적 권력구조

는 다른 여타의 원조 및 국제기구들 보다 협력 및 상호관계를 기

반으로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인 비정치적 부분이 대북지원의 지

속성을 갖게 하는 명분이었다면, 국제 보건 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인 기능적 참여와 수평적 관계는 국제사회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의 지속성에 협력적 관계를 도출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북한 실정을 중심으로 한 대북

17) 본 논문에서 금융 및 안보 분야의 국제기구를 뜻함
18) 정책 구성 → 정책 결정 → 정책 시행 → 정책 평가/ 모니터링의 단계
19)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보건 관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

도록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행위자 등이 사용하는 일련의 공시적 또는 비공식

적 제도, 규칙, 과정‘으로 정의(Fildl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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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협력 네트워크 개념적 논의와 선행연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 보건의료분

야 특성상 둘 이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수의 지원주체들이 동시

에 관련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표출되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측면

에서의 국제사회의 북한 보건의료 원조에 협력하는 다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분석하기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원조와 북

한에 지원되는 보건의료분야의 개별 국제기구의 활동 초점 등에

관한 연구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협력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행동패턴을 통

한 이면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형성된 구조를 의미한다. 동시에 네트워크에 참여하

여 구조를 형성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만들어진 연결망 속에 배태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네트워크 상 구조의 패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망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

계가 형성되어 있다(Granovetter, 1985).

협력 네트워크20)는 구축된 연결망을 중심으로 주어진 물적, 인

20) 일반적으로 기관 및 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은 자원의존, 체계적 상호의

존의 장, 거래비용감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김시영 외, 2004).



- 18 -

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배진수 외, 2009). 즉, 원조

활동의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원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장치인 동시에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지원주체들을 연결시키는 연결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Povan and Milward(1995)에 의하면 협력

을 통한 네트워크가 실제로 잘 작동하여 효과성을 가지는가에 대

한 의문과 의사결정 및 정보공유의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배타성과

응집성이 다양한 참여자의 접근을 방해하여 특정 이해집단을 시스

템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 보건 협력 거버넌스의 특징은 규

범적 동기와 기능적 동기를 바탕으로 원조에 대한 다양한 지원주

체들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평가와 모니터링 단계를 넘어서 의

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면, 국제사회의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는 보건 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맞물려 형성되었

고, 한국 정부와 다양한 지원주체들에게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가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

고 있는지 등에 연구는 부족하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 구조 관련 선행연구들

은 다음<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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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 선행연구

분석대상
사회 연결망 분석의 측정

지표
분석내용

이창길 외

(2014)

한국의환경NGO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조

연결정도 중심성
1)환경NGO와 개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조

2)환경NGO와 산업 간

네트워크 구조

정육상 외

(201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

호 협력 네트워크

연결망 결속: 연결정도, 밀

도, 포괄성

중앙성

중심화/연결성

1)강력 범죄 피해자보호

의 사회연결망 밀도

2)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박순애 외

(2008)

중앙부처간 협력 및

갈등관계에 관한 네

트워크

네트워크 밀도 측정 핵

심 노드와 주변 노드

분석

1)국가표준업무 인식

과 부처간 관계

2)협력 네트워크와 갈

등네트워크

조성은

(2018)

북한 영유아 아동 지

원 사업 네트워트 구

조

위세 중앙성, 인접 중앙

성, 연결정도 중앙성 분

석

지원 기구와 지원 유

형

지원기구와 지원기구

위 선행연구들은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각 행위자들의 역할 및

위치를 재정립하고 관계망 분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구

조의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 패턴 속에서

협력의 중심이 되는 기관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

거나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구

조를 통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연결망 활용에 중심이 되도록 하

였다. 특히, 대북지원이라는 거시적인 원조 연결망에 가려져 있는

북한 영유아 아동지원 사업의 특징적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하여

세분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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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건의

료분야의 대북원조 협력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기로 한다. 연구 자

료로 OECD의 통계 데이터 베이스인 원조목적코드(CRS)와 OCHA

의 재정추정서비스(FTS)를 활용하고 원조에 참여하는 지원주체와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발간한 페이

퍼를 검토하였다.

1. 사회 연결망 분석의 개념

본 연구에서 쓰인 사회 연결망 분석의 목적은 사회 연결망 이론

을 근거로 하여 개인단위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전체

연결망의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거나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노

드(행위자,node)와 연결(행위자간의 연결, link)을 통하여 사회현상

및 인간행동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이다(김용학,2017). 기존의 통

계분석과 다르게 사회 연결망 분석은 개별적인 행위의 주체가 상

호 의존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로 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주요 관심사항은 행위자 개인의 내재적

속성 및 특징이 아닌 행위자간 관계에 있으며, 여러 수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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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 내에서 특정대상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와 관계의 구조

이다(Wasserman & Faust, 1994).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연구 대상 및 자료는 연결망 접근법에

따라 동일한 자료도 다른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

다(김용학,2017). 연결망 접근법은 위치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으로

나뉘며, 특정 네트워크에서 개별 구성원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

내는 것은 위치적 접근이며, 구성원 간 관계에서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관계적 접근이라고 한다(김용학, 2017). 사회 연결망 분석에

서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된 일련의 노드의 집합체로 표현되며, 노

드와 링크의 방향성, 가중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

다. 사회 연결망 분석의 자료는 관계를 변수로 다루기에 행렬의

형태를 갖는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지원주체 A가 지원영역 B

로 향하는 관계망에서 지원 횟수를 통해서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대북지원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행위자간

네트워크의 링크(관계성)보다 노드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링크에 주목하여 지원사업과

지원주체의 관계를 측정하여 네트워크의 주요한 행위자를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적 네트워크의 특징 및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행렬의 형태는 준 연결망(quasi-network)이

며, 이는 (n x n) 행렬로 표현되는데 A와 B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을 조사하기 힘든 경우에 관계를 추론해나가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행렬 형태이다.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기관들과 영역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지원 유무 및 협력기관들의 수

등을 바탕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관계를 연결

망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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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분석의 측정 지표

다음은 본 연구에서 지원주체, 지원영역, 중간기관의 협력 네트

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 지표에 대한 개념이다.

[표 6] 국제사회 보건의료분야 네트워크 분석 지표21)

분석 지표 분석 개념 측정 방법
중앙성 네트워크상의 권력과 영향력 분석 지표

연결중앙성

밀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표현되며, 연결된 노드 수

를 의미하는 연결정도는

지역중앙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함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자

의 수로 측정

① 외향연결 정도

② 내행연결 정도

인접중앙성
전체 연결망 구조를 반영

하여 한 점의 중앙성을 측

정하는 지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의 수로 측정

① 외향연결 정도

② 내행연결 정도
사이중앙성

/매개중심성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매

개 역할을 하는 정도 측정

(중재자로서의 위치 측정)

한 개체가 다른 행위자들

의 중재자로서 위치하는

정도

위세중앙성

위세중심성이 높은 개체는

네트워크에서 신뢰형성과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

고 있음

연결된 개체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것

21)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정육상 외, 2015:50) & ‘사회 연결망 분석’ (김용학,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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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1. 자료 구성

본 연구의 통계자료는 OECD/DAC의 ODA 지원통계자료 CRS

와 UN OCHA의 재정추적서비스 FTS를 통해 1973년부터 2019년

까지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또한, 두 자료는 대북지원 연구에 사용

되는 통계자료이다. 그 외에도 세부 지원사업에 대한 누락된 부분
은 45개 지원주체와 연결된 국제기구 발행물과 공여국의 정부를 
통한 사업들은 해당 웹사이트 및 정책보고서를 확인작업을 하였
다. NetMiner 4 분석에 맞춰 CRS 목적코드를 활용하여 FTS자료

와 취합 시 해당 사업 내용에 CRS 목적코드를 부여한 후 용도에

맞게 발췌하고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양자 간 원조 형태보다 다자간 원조 형태를 갖으

며, 지원주체의 유형이 국가 형태를 갖고, 이들 국가들 중 서구 유

럽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유럽 공동체 인도주의 지원 사무
소 데이터베이스(EDRIS)의 분석 범위 기간에 해당하는 국가의 북
한 지원 중 긴급구호와 재해분야(보건의료분야 관련)에서 겹치는 
부분은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다. 

데이터 구성의 경우 사회 연결망 분석은 분석단위 두 개일 경우의 
이종 객체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2-mode matching
이 쓰이고 있다(김용학, 2017). CRS와 FTS에서 제공하는 지원주
체와 보건의료 분야 영역의 행렬(matrix)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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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및 방법

본 연구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분석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사회의 북한 보건의료 지원주체와 지원영역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 양상과 속성은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이는 전체 협력 네트워크의 특성을 얻기 위해 밀도와

중심성 그리고 매개 중심성을 이용할 것이다.

1973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의료 분야 지원영역과 지원주체의

밀도와 중앙성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와 관

계망의 지속성과 집중도를 구할 것이다.

밀도와 중앙성은 A와 B의 관계망의 지속성과 집중도를 의미한

다. 밀도는 연결가능한 총 관계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
 22)로 정의된다.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가 갖는 집중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

으로 중심성이 높을수록 A와 B의 특정 주체를 중심으로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도와 중심성은 0과 1사이의 결과값을 갖게 되며, 1에 가까울

수록 밀도와 중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밀도와 중심성 분석 후 얻은 핵심 노드가 전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중재자

22) 여기서 n은 네트워크의 참여자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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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개 중심성을 통해 전체 네트

워크 내의 영향력 있는 역할 수행을 하는 노드인지를 확인 분

석할 것이다. 중심성 분석의 결과는 넷마이너 기능 중 하나인

동심원형 레이아웃을 통하여 시각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1개의 북한 보건의료분야에 어떤 지원주체 해당기

간 동안 많은 원조를 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

원주체와 지원영역의 전체 네트워크 중앙성과 양상과 속성을

도출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얻어진 전체 협력 네트워크

의 일반적 특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림 3>는 첫 번째 질문에서 분석대상이었던 45개의 지원주체

중 국가 지원주체와 추가된 국가의 경우 중간기관을 통한 경로가

확인되는 경우를 다시 재구성하여 35개 국가와 40개의 중간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할 것이다.

[그림 3] 협력네트워크의 중간기관

제 4 장 연구결과

북한

Destination

지원주체

Source
중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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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전체 네트워크의 특징

1. 전체 네트워크의 일반적 특징: 지원주체와 지원영역

197323)년부터 2019년까지 CRS와 FTS의 원조실적통계를 중심으

로 EDRIS24)와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북한 3125)개의 보건의료분야

에 지원을 한 45개의 지원주체의 세부 지원 사업 내용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사업의 경우는 제거를 한 후 <그림 4>는 전체 네트워크

의 형태를 시각화를 결과이다.

[그림 4] 전체 지원주체와 지원영역 네트워크

23) 1973년-1994년, 1995년-1999년은 OECD CRS의 원시자료
24)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25) CRS 목적코드를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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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주체수와 유형(1973~2019)26)

국가
국제기구 및

기관
NGO 및 기타

33 7 5

북한의 보건의료 원조 영역 같은 경우는 북한의 특성상 CRS 목적

코드 중 긴급구호에 해당하는 720, 740 긴급구호 및 (자연)재해 영

역27)을 추가하여 해당 코드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보건의료관련

물자 및 지원을 한 경우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기관이 긴급

구호 및 재해 영역에 많이 원조를 하고 2005년 북한의 개발구호

요청이후 긴급구호 상태에서 개발구호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표 8] 북한 보건의료 원조 31개 영역 (1973~2019)

120~122 :기본

의료

130:인구정책

프로그램

140:식수위생 720,740:긴급

구호 및 재해

160:기타 사회

인프라 서비스
12 6 9 3 1

26) 세부 목적 코드와 내용: [부록 1] 참조
27) 72010:Mater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72050:Relied 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74020:Multi-harzard response 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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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지원주체의 중앙성 분석

1973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사회 45개의 지원주체가 보건의료분

야 31개의 지원 영역의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해당연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

원주체(main nodeset)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보건의료 영역

(sub nodeset)과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에 놓인 중앙성

지원주체들을 알 수 있다.

중앙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권력과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성에 위치한

주체는 국제기구인 UNICEF가 가장 높은 노드 연결수 22개로 나

왔다. 다음 <표 9>는 중앙성이 높은 지원주체가 상위 10개의 지원

주체들과 함께 매개 중심성 분석을 하였을 때도 중앙성이 유효한

지 분석한 결과이다. 매개 중심성의 결과가 1에 가까울수록 다른

상위 노드들 관계에서도 영향력이 있으며, 중재자(broker)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노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표 9] 상위 6개의 지원주체와 연결 노드수

지원주체
연결

노드수

1 UNICEF 22
2 노르웨이/스위스 15
3 호주 13
4 WHO 12
5 독일/스웨덴/이태리 11
6 영국/핀란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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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상위10개 지원주체와 매개 중심성

지원주체
매개

중심성

1 UNICEF 0.2173

2 스위스 0.1090

3 노르웨이 0.0749

4 호주 0.0493

5 WHO 0.0341

6 독일 0.0301

7 이태리 0.0267

8 스웨덴 0.0259

9 영국 0.0220

10 핀란드 0.0219

[그림 5] 매개 중심성 그래프

매개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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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는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핵심 노드로서 영향력이 있으며 네트워크 내

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중앙성 결

과에서는 연결 노드수가 15개로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같지만 매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스위스가 0.1090으로 노르웨이 0.0749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 전체 지원영역의 중앙성과 영역별 지원주체

다음 <그림 6>은 31개의 지원영역 중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보

건의료분야에 대한 중앙성 결과를 시각화 한 결과이다.

[그림 6] 31개 보건의료분야 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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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영양이 0.544로 가장 높았으며, 긴급구호

및 재해 지원 영역에서 지원 대상을 어린이 혹은 5세 이하 영유아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자세한 기본영양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malnutrition(영양실조)’, ‘micro-nutrient deficiencies(미량 영

양소 결핍)’, ‘famine(기근)’, ‘food security(식량 안보)’ 자주 등장하

는데, 이는 북한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필수 영양소 및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의 어린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

료 지원영역에서 기본영양 다음으로 높게 나온 영역인 기본영양을

비롯하여 긴급구호와 재해 영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상위10개 보건의료 지원영역 중앙성

보건의료 지원영역 중앙성
1 Basic nutrition 0.544

2 Material relief assiatance and services 0.489

3 Basic health care 0.433

4
Multi-hazard response

preparedness
0.378

5 Medical services 0.322

6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0.267

7 Basic health infrastructure 0.211

8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0.156

9 Infectious disease control 0.100

1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0.094

다음 <표 12>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보건의료 지원영역과 어떤

지원주체가 특정 영역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였는지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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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는 31개의 지원영역28)은 각 영역마다

해당되는 세부사항들이 나뉘어져있는데,29)네트워크 분석만으로는

북한이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분야의 세부적인 수행 주체의 양상과

속성을 알기에는 부족하기에 Health sector, Population

policies/Programmes & Reproductive health 외 보건 관련 다른

영역을 추가 하였다. 보건의료분야 31개 세부영역 중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은 영역은 핵심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분석결과,

북한은 31개의 세부영역 중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MRAS)가 전체 영역의 34.6%로 상회하였다. 그 다음으로

는 Basic health care(BHC) 10.9%와 Basic nutrition(BN)7.3%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Health sector의 12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은 것은 순서대

로 Basic health care와 Basic nutrition이었다. 그리고 Basic

Health sector의 12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은 것은 순서대

로 Basic health care와 Basic nutrition이었다. 그리고 Basic

health care은 기본 건강의 보편성을 위해 기본 의약품과 백신 등

의 공급이 주된 내용이며, 이 영역의 핵심 지원주체는 백신 생산

및 공급 전문 국제기구인 GAVI였다.

그리고 핵심 지원주체를 포함하여 이 분야의 총 참여 주체는 20개

였다.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한 지원주체는 백신 생산과

공급을 하는 GAVI(36%)와 UNICEF(21%)로 전체 영역의 절반이

넘는 5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28) 31개 전체 항목은 (부록 4) 참조
29) 예) Basic Health Care(12220)‘Basic and primary health care programmes;

paramedical and nursing care programmes; supply of drugs, medicines and

vaccines related to basic health care; activities aimed at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OECD CRS Code)‘ (OECD CRS 목적코드 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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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개 지원주체들의 유형은 국제기구 4개와 유럽국가 11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한국이 나머지 5개 국가가

각 1번씩 지원을 하였다. 이들 중 국제기구의 지원 비율은 전체의

약 70%를 상회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들 국가 중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순으

로)의 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ic nutrition은 Basic health care 다음으로 높은 지원을 받은

영역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본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적으로 심각한 기본 영

양소를 파악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핵심 지원주체는 영

유아 산모 및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

인 Unicef 이며, 총 참여 주체는 27개였다.

[표 12 ] 31개 지원영역과 핵심 지원주체

세부지원영역
총

지원횟수
핵심지원주체

협력

주체수

140

Water

Supply &

sanitation

1
Basic drinking

water supply
19 Switzerland 4

2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73 UNICEF 8

3 Basic sanitation 12 Switzerland 5

4
Water supply and

sanitation
9 Australia 2

5 5 Switzerl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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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management/

disposal

6

Water resources

conservation(includi

ng data

collection)

9 Switzerland 2

7

Water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8 UNICEF 5

8
Water supply – 

large system
10 Kuwait 2

9

Water supply &

sanitation – large

system

4 Kuwait 3

10
Sanitation – large

system
7 Kuwait 2

121

Health

general

11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76 WHO 11

12
Medical education/

training
5 Australia 3

13 Medical research 23 WHO 7

14 Medical services 108 Germany 13

120

Basic

health

15 Basic health care 212 GAVI 20

16 57 Norway 10



- 35 -

Basic health

infrastructure

17 Basic nutrition 142 Switzerland 5

18 Health education 28 Finland 4

19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16 WHO 5

20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76 WHO 11

21
Infectious disease

control
67 UNICEF 11

22 Malaria control 32 Korea 6

23
Tuberculosis

control
29 Global Fund 8

130
Population

policies/

Program

-mes &

Reproduct

ive health

24 Family planning 16 Bill and Melinda 4

25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65 UNFPA 2

26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45 UNFPA 8

27
Reproductive health

care
3 Norw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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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16 WHO 7

720
Emergency

responses

29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671 Sweden 23

30

Relief

co-c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75 UNFPA 6

740

Disaster

prevention

&

Preparedn

ess

31

Multi-hazard

response

preparedness

63 UNICEF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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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앙기관 네트워크 분석

34개의 국가로만 구성된 지원주체가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또는

참여)을 할 때 중간 역할을 하는 40개의 기관들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결중심석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 내 중앙기관과 지원

국가들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했는지, 즉 각각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 centrality), 위세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통해 중심기관의 구조 및 집단 형태를 분석하였다.

1. 연결중심성: 지원국가와 중심기관

34개 국가 중 높은 연결중심성 값을 순서대로 스웨덴 0.4615, 노

르웨이 0.3076, 독일 0.2564이다. 지원주체 34개의 국가들 중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 스웨덴은 40개의 중앙기관 중 18개 기관

에 총 117번을 지원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원 및 참여를 한

중앙기관은 UNICEF이며 117번 중 26번을 지원하였다. 노르웨이는

40개 중앙기관 중 12 기관에 총 73번을 지원하였고 이중 19번

WHO에 가장 많이 지원 및 참여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은

총35번의 지원을 10개의 중앙기관에 하였다. 그 중 Red

Cross(National)를 중앙기관으로 13번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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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3>은 지원주체 34개 국가들 중 높은 연결중앙성에 대

한 상위 10위권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포함)를 나타낸 것이

다.

[표 13] 상위 10위권 지원국가 연결중심성

하지만 총 지원횟수가 많은데 연결중심성이 낮은 경우는 협력한

중앙기관의 수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원국가의 총 지원

횟수보다 얼마나 많은 지원기관과 협력을 했는지가 연결중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협력을 한 기관의 수가 많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스웨

덴의 경우는 UNICEF를 중심으로 나머지 17개의 중앙기관들과 협

력을 하여 북한 보건의료 영역에 지원자로서 행위를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UNICEF는 상위 10위 지원국가 중 스웨덴, 덴

마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6개국의 중요 협력기관으로 나타났

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WHO와 가장 많은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인

30)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지원국가 연결중심성 총지원횟수 지원기관수
중앙

기관
1 스웨덴 0.4615 117 18 UNICEF
2 노르웨이 0.3076 73 12 WHO
3 독일 0.2564 35 10 Red Cross
4 스위스 0.2051 37 8 SDC/SHA30)

5 한국 0.1794 60 7 WHO
6 덴마크 0.1538 22 6 UNICEF
7 미국 0.1538 8 6 UNICEF
8 캐나다 0.1282 27 5 UNICEF
9 영국 0.1282 14 4 UNICEF

10 호주 0.1025 29 4
IFRC /

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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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총 지원횟수는 60번 중 지원기관의 분포수는

7개 기관인데, 가장 높은 협력 기관은 WHO 31번, UNICEF 18번,

북한정부 4번 그 다음으로 WFP 2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정부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WHO, UNICEF, WFP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를 해온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세 기관

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기관 특징은 북한정부, 북한에 상주하는

Red Cross와 한국지부의 Red Cross를 통하여 대북 지원을 한 것

으로 보인다.

다음 <표 14>은 중앙기관 40개 기관 중 지원주체 국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협력 매개체로서 활동을 해온 기관에 대한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이다.

[표 14] 상위 10위권 중앙기관 연결중심성

중앙기관 연결
중심성

협력
국가
수

중심
협력국가

1
UNICEF 0.5 17 스웨덴
WFP 0.5 17 스위스

2 IFRC:Intenational 0.411765 14 노르웨이
3 WHO 0.294118 10 한국
4 Red Cross:National 0.264706 9 노르웨이
5 DPRK Govt. 0.176471 6 이태리
6 Save the Children 0.147059 5 스웨덴

7 ICRC:International 0.117647 4 4개국31) 동일
지원횟수

8
OCHA 0.088235 3 스웨덴

Concern Worldwide 0.088235 3 스웨덴

9 German Agro Action 0.058824 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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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가들과 가장 많은 협력을 해 온 중앙기관은 UNICEF와

WFP이며, 연결중심성 결과값은 0.5로 같다. 그 다음은 IFRC

0.4117, WHO 0.2941, Red Cross 0.2647 그리고 북한정부 0.1764

로 높았다.

상위 10위권 안의 19개의 중앙기관과 가장 많이 협력 관계를 가져

온 중심 지원 국가는 스웨덴이며, 총 8개의 기관(UNICEF, Save

the Children, OCHA, Concern Worldwide, Première Urgence,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Handicap) 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는 3개의 기관(IFRC: International, Red

Cross: National, UNFP)과 독일도 3개의 기관(German Agro

Action,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Caritas)로 각

각 협력 관계였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북한정부에 직접적 원조를 6번 하였고, 한국

의 경우는 북한의 Red Cross에 1번 원조를 하였다.

가장 높은 협력기관을 맺는 스웨덴의 경우는 지원국가 연결중심성

에서도 가장 높은 원조를 하는 국가였다. 이는 스웨덴은 한 곳의

기관만을 통하여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UNICEF

31) 덴마크 1회, 독일 1회, 스웨덴 1회, 인도 1회

Première Urgence 0.058824 2 스웨덴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0.058824 2 스웨덴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0.058824 1 독일

Caritas 0.058824 2 독일
Handicap 0.058824 2 스웨덴

FAO 0.058824 3 폴란드,
스웨덴

UNFP 0.058824 2 노르웨이
10 Red Cross:DPRK 0.029412 1 한국



- 41 -

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과 넓은 연결망을 가진 핵심 지원주체임

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협력적 관계를 맺는 기관의 특징은 국제기

구들이었으며, 독일은 국가 내 자체 NGO와 협력 관계를 맺어 보

건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지원국가와 중심기관 관계 중심의 연결중앙성에서 핵심적인 협력

관계를 하고 있는 지원국가는 스웨덴, 중심기관은 UNICEF이다.

또한, 이 두 주체의 연결성에서도 스웨덴과 UNICEF가 가장 밀접

한 협력적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 중앙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조 특징

지원영역과 지원주체간의 직접적인 연결선의 수를 살펴보는 직

접연결 중앙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다른 행위자에게 도달하

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행위자의 역할 정도를 파악하는 사이

중앙성을 측정하였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직접 연결 중앙성

은 내향 중앙성과 외향 중앙성을 합한 수 결과물에 나오는 전체

합으로 나누어준 값을 뜻한다. 내향 중앙성이란 노드로 들어오는

방향의 연결들을 말하며, 외향 중앙성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연

결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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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향 중앙성으로 i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들 j에게 가는

관계의 수를 의미하며, 
  



는 내향 중앙성으로 행위자 i가 다른

모든 행위자들 j로부터 받는 관계의 수이다(김용학, 2017). 데이터

를 이분화 할 때 지원영역과 지원주체간에 공동 연결이 한 번 이

상 있는 경우 관계가 있다고 간주하여 중앙기관으로서 의의가 있

다고 분석하였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7>은 동심원형레이아웃 방식으로 중앙성을

결과를 나타낸다. 각 노드의 중앙성 값이 클수록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며 중앙성 값이 낮을수록 주변부에 위치함으로써 중앙기관

과 지원지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중앙성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뒤 노드가 속한 구

간에 따라 동심원상에 배열이 되는 것이다.

[그림 7] 중간기관 중앙성 분석 결과

중앙성 인접 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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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앙성 분석방법을 통해 대북지원의 중간기관 매개체로 지원

주체들이 선택하는 기관들은 UNICEF, IFRC32)(international),

WFP 기관이었다. UNICEF와 WFP 중간기관 경우 한국 정부에서

도 WHO와 함께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원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들이다.

중심기관 중 IFRC 같은 경우는 국적과 인종, 종교적 신념이나 계

층, 정치적 견해 등의 차별 없이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적 기구이다. 또한 IFRC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이 기관은 정치, 경제적

안보의 상황이나 자연적 재앙 및 극심한 가뭄의 위기로 인해 위험

32) 국제적십자연맹

위세 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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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 구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33).

IFRC는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에 상주하며 UNICEF, FAO, UNFPA 와 함께 재해복구를 중

심으로 보건 및 식량에 대한 협력적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특히 IFRC는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의 세부 내용은 모

자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과 응급처지에 기분을 둔 기초적 의

학 서비스 향상이다.

북한 적십자와 국제연맹은 특히 어린이와 특히 5세 이하의 아이들

을 주요 수혜대상들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허용을 제한하지만,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 여성에 대

한 보건지원에 대한 허용은 관대한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이금순,

2003).

IFRC는 2010년~2011년 당시 CAS(Cooperation Agreement

Strategy)라는 사업으로 북한 적십자사와 국제연맹과 10개의 국가

사회와 함께 3년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개의 장기적 파트

너쉽을 체결한 국가로는 호주,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페인과 스웨덴이다.

중앙성 분석에서 중심으로 나온 국제기구 중 IFRC는 앞서 분석하

였던 45개국의 국가들 중 북유럽 3국과 호주, 영국 등 북한의 원

조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IFRC의 선택 이유에는

북한 적십자가 북한에 상주해오면 북한과의 오랜 기간동안 원조에

대한 지속성을 갖고,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3) 국제적십자연맹에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국제적십자연맹(http://www.ifrc.org)홈페이

지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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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기관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의 유사성과 특징

중간기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인접 중앙성과 위

세 중앙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인접 중앙성은 주어진 행위자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는지에 대한 것, 다른 노드들과

가깝게 연결되는 정도이다. 이를 분석하여 40개의 중간기관이 각

각 이들 연결망 내에서 서로 같은 유형의 관계 속성을 맺고 있는

지, 그리고 각 개체의 중앙기관끼리 직접적인 링크는 없더라도 같

은 속성의 행위자들과 연결된 경우가 있는지 분석결과를 통하여

해당 객체 그룹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문헌자료들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중간기관들의 유사성은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분석하

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핵심 중간기관인 경우는 지원기간, 북한과

의 직접적인 관계(상주기간), 재해복구 등의 지원양상들의 속성을

바탕으로 첫 번째 그룹은 UNICEF, IFRC, WHO, OCHA, 북한 정

부, German Agro Action 중앙기관의 기관들이다. 두 번째 그룹으

로는 Save the Children, ICR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Psykisk Helsevern Østfold HF v/ Norum, UN GENERAL

TRUST FUND 이다. 이들 기관의 국가는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국제기구이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IFRC의 CAS 프로그램에 두

번째 그룹이 모두 포함하여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그룹이 네트워크 안에서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며, 특정 응집

중간기관끼리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들의 협력기관 수와 속성을 통해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유사성 협력 집단의 결과는 높은 결속감과 집합 행동의

가능성을 갖고 협동 관계가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비교할

때 높다고 한다(김용학, 2017).



- 46 -

중간기관의 결속적 특징은 위세중심성으로 분석해보았다. 위세중

심성은 연결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연결성이 높은

노드와 연결된 노드가 무언인지를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네트워

크 내에서 결속집단을 강하게 보인 그룹은 IFRC, Red Cross,

OCHA, WFP 의 중앙기관 그룹과의 위세 중앙성은 높지만 주변

중앙기관들의 연계적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중간기관은 긴급구호 및 재해를 위한 북한 취약계층 대상

으로 활동하는 기관들로 네 개의 기관은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며,

네 개의 기관은 많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결속집단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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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정리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통하여 핵심 행위자들과 주요 지원영

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질문인 아래의 두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지원영역과 수행 주체의 양상과 속성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본 연구의 상위 지원영역 보건의료 관련 상위분석대상 범위는 5개

이다. 그리고 5개 영역의 총 31개 영역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보건의료 및 관련 영역 항목이다.

첫 번째 핵심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분석결과, 북한은 31개

의 세부영역 중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MRAS)가

전체 영역의 34.6%로 상회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Basic health

care(BHC) 10.9%와 Basic nutrition(BN)7.3%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상위 지원영역의 핵심 지원주체와 협력 지원 주체 수는 다음과 같

다.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은 MRAS의 핵심 지원주체는 스웨덴이었

으며, 협력 지원주체의 수는 총 23개였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

원을 받은 BHC의 핵심 지원주체는 GAVI와 협력 지원주체는 20

개였다. 다음은 BN는 Unicef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총

27개의 지원주체가 이 영역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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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세 지원 영역의 특징은 긴급 구호적 성격을 가졌으며, 사업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응급 시 필요한 기본 의약품과 백신 그

리고 만성적인 영양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영양공급에 필요한

의약품 관리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들 지원영역의 핵심 기관들의 유형은 스웨덴 국가와 국제기구인

GAVI, Unicef 였다. 두 국제기구들의 주요지원대상은 영유아 및 5

세 이하 어린이라는 공통점과 GAVI는 백신 생산과 공급을 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두 번째 전체 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핵심 영향력을 가진 지원주체

와 중재자 역할을 알 수 있는 중앙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Unicef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위세중앙

성 분석 결과 역시도 지원 주체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지원을 받은 영역은

Basic nutrition (0.544)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0.489) 그리고 Basic health care

(0.433) 이었다.

지원영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의 특징을 정리하

자면, 첫 번째 분석결과인 세 가지 핵심 지원영역과 전체 네트워

크에서 활발한 지원을 받은 지원영역 세 분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MRAS의 지원이 가장 높지만 BN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BN에 대한

지원주체들이 더 넓고 다양한 연결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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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국제사회에서 대북 보건의

료 분야에 지원을 하는 국가와 중앙기관의 네트워크 관계적 구도

를 분석한 후, 중심기관을 중심으로 중앙성 분석, 인접 중앙성 그

리고 위세 중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사회에 북한 보건의료

분야에 지원을 할 때 중심기관이 되는 기관을 알 수 있는 주체는

34개의 국가였으며, 중앙기관은 40개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34개의 지원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결중심성은 한 국

가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관과 가장 많이 협력하는가와 지

원기관수의 종류를 통해 네트워크의 분포가 다양한 지를 알아보았

다.

분석결과, 34개의 국가들이 가장 많은 지원과 참여를 해 온 중앙

기관은 Unicef, WFP로 전체 네트워크 내 연결중심성 값은 0.5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IFRC로 연결중심성 값은

0.4117 이었다.

또한 중심기관 40개 중 연결중심성 결과 중심으로 상위 10위권 안

에 속하는 19개의 중앙기관들 중 총 8개의 기관 (UNICEF, Save

the Children, OCHA, Concern Worldwide, Première Urgence,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Handicap) 과 연결되어 있는 스

웨덴이 가장 높은 중심 지원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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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어떠한 특징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인접 중앙성과 위세 중앙성 분석을 하였다.

인접 중앙성 분석을 통하여 연결망 내에서 중앙기관끼리 직접적인

연결은 없더라도 다른 중앙기관들과의 관계 거리를 중심으로 구조

적으로 같을 수 있는 집단들을 통해 기관들 간의 비슷한 특징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그룹은 Unicef, IFRC, WHO, OCHA, 북한 정부, German

Agro Action으로 이루어져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Save the

Children, ICR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Psykisk

Helsevern Østfold HF v/ Norum, UN GENERAL TRUST

FUND 이다.

위 그룹은 중앙기관들의 중심 협력국가로서 가장 높은 중심국가

이었던 스웨덴과 연결 중심성이 스웨덴 다음으로 높았던 노르웨이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으로 이들은 비슷한 구조를 공유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연결망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은 다른 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 것을 본 연구의 상기 분석들에서 알 수 있다.

다음은 위세 중앙성 분석을 통하여 중앙기관 연결망 내에서 응집

스웨덴 노르웨이 기타

Unicef ,WHO, OCHA,

Save the Children, ICRC

IFRC,Psykisk Helsevern

Østfold HF v/ Norum,

북한정부, German Agro

Action(독일),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스위스), UN General

Trus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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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그룹의 결과를 통하여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40개 중간기관의 위세 중앙성 분석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응

집력을 보인 기관들의 집단은 IFRC, Red Cross, OCHA, WFP로

나왔다. 이들 기관은 지원국가와 중심기관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에서 모두 상위 10위 안에서 핵심 기관으로 선택되거나 중심 협력

국가 많은 기관들이었다(연관 국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

일, 호주, 덴마크). 한 사례로 연관 6개 국가들의 공통점을 ‘IFRC의

CAS 지원사업’ 당시 형성되었던 10개 국가사회들에 모두 속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동의 목적을 갖고 실행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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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논의 및 한계점

제 1 절 연구논의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31개의 북한이 원조를 받은

보건의료 지원영역의 특징으로는 긴급구호 성격을 가진 의약품 지

원 및 기초 영양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국제사회의 북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에 대하여 핵

심 국가 스웨덴을 중심으로 IFRC, Unicef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었다. 스웨덴의 경우 핵심 중심기관인 Unicef와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지원 영역에 지원함으로써 전체적

네트워크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였다.

이들 핵심 행위국가 및 기관들(스웨덴, IFRC, Unicef)의 특징을 통

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 행위자 스웨덴, IFRC, Unicef는 공통적으로 북한과

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다른 북유

럽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1975년 서방국가로는 처음

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평양에 독

자적인 외교 창구 마련(미국과 긴밀함)과 인도적 지원, 북한 정부

처들 및 학자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양자간 프로그램이 보건의

료 분야 외에도 활성화 되어있었다(배진선, 2011).

IFRC의 경우는 노르웨이와의 협력적 관계가 밀접하였는데, 두 가

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대북 정

책 기조를 따르지만 노르웨이 외무부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채널을



- 53 -

통하여 식량지원 조류독감 등의 사업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스

웨덴 다음으로 북유럽 국가 중 대북 지원 규모가 높으며, 노르웨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WFP와 IFRC를 통한 북한 내 보건상황

개선사업 등에 쓰여 왔다. 또한 IFRC의 경우는 1995년 북한 지부

와 북한 적십자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해오고 2003년부터는 자체

적으로 북한 적십자와 양자간 형태로 인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겨울철 북한 내 의료기관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일을 방지

하기 위해 의료 기관들에게 석탄을 제공한다(배진선, 2011)

두 번째 핵심 행위자들은 북한 내 상주하거나 연결기관이 있다.

관계성으로 분석한 핵심기관 중 Unicef 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Unicef를 비롯하여 보건관련 중요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북한 내 상주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는 점이다.

세 번째로 스웨덴의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국제기구들의 특

징은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많이 해당 수원국에 상주하며 해당 기

관의 보건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활동34)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들은 북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국가들끼리 관계 형성을 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있

다(Grendstad, 2001).

마지막으로 스웨덴, IFRC, Unicef 대북지원 보건 분야 핵심 행위

자들은 북한 내에서 지속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변화 및 핵도발로 인한 대북 제재 시에도 지원 규모 변화

는 생길 수 있지만 북한 당국과 신뢰성 구축이 형성되어 안정적인

34) ‘북한 내 상주 재외공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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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갖게 되는 의의

는 북한과의 상호 신뢰구축 기반의 직접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힘들 수 있지만 핵심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의 대북 활동의 역사가

깊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하여 우회적이지만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그동안 국가 중심의 대북

지원 연구 중 일부분으로 보건의료분야가 정치적, 통일 대비 측면

의 거시적 부분에서 다뤄져 왔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관점의 국제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주체와 중간기관들의 협력

적 네트워크에 대한 시도를 하여, 핵심적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 55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 보건의료분야를

지원하는 비공식적 지원주체 정보에 대한 한계성을 꼽을 수 있겠

다. 국제기구들 중 보건 협력 거버넌스의 성격은 다양한 행위자들

이 정책 사이클에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원으로

쓰인 OECD/CRS와 OCHA/FTS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자 유형(Donor type)에 대한 범위가 원조 참여 국가

와 국제기구에 머물렀다. 또한, 다른 부분은 북한의 정권별 북한의

원조 형태는 변해왔고, 긴급구호 형태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영역이

많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긴급구호 지원 중 보건의료에 대한

많은 분석이 없어서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은 연결망 내 속성

보다는 이들의 관계 구조 속에서 숨어있는 연결망을 살펴볼 수 있

는 거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료 형태인 준연결망 분

석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고 있

는 간접적 형식이기에 좀 더 사실적 접근을 통한 기관 관계자들의

질적 연구방법 등을 통하여 다차원적 연구가 진행되어 다뤄질 부

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특수성은 국제사회의 원조 한계성과 투명성을

지적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

여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보려

노력하였으나,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원조에 대한 정확

한 정의가 없기에, 본 연구의 CRS(목적코드)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 연구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과정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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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45개 지원주체 목록

1 Austrailia
2 Austria
3 Belgium
4 Canada
5 Czech Republic
6 Denmark
7 EU Institutions
8 Finland
9 Germany
10 Greece
11 Hungary
12 Ireland
13 Italy
14 Japan
15 Kuwait
16 Luxembourg
17 Netherlands
18 New zealand
19 Norway
20 Poland
21 Russia
22 Spain
23 Sweden
24 Switzerland
25 UK
26 USA
27 Bill&Melinda
28 CEFR
29 GAVI
30 Global Fund
31 OPEC FID
32 UNAIDS
33 UNDP
34 UNFPA
35 UNICEF
36 WFP
37 WHO
38 Korea
39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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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34개 지원주체 목록

40 Brazil
41 China
42 Cuba
43 Indonesia
44 Liechtenstein
45 South Africa

1 Austrailia
2 Austria
3 Canada
4 Czech Republic
5 Denmark
6 Finland
7 Germany
8 Greece
9 Hungary
10 Ireland
11 Italy
12 Japan
13 Kuwait
14 Luxembourg
15 Netherlands
16 New zealand
17 Norway
18 Poland
19 Russia
20 Sweden
21 Switzerland
22 UK
23 USA
24 Korea
25 France
26 Brazil
27 China
28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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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40개 중간기관 목록

1 IFRC:I
2 UNICEF
3 WFP
4 WHO
5 German Agro Action
6 Red Cross:N
7 OCHA
8 RC:DPRK
9 DPRK Govt
10 ICRC:I
11 Mission Ost
12 Save the Children
13 Première Urgence
14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15 ACT Alliance / Diakonie Emergency Aid
16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17 Caritas
18 Govt.
19 Hungarian Baptist Aid Organisation
20 Concern Worldwide
21 Handicap
22 FAO
23 Psykisk Helsevern Østfold HF v/ Norum
24 UN GENERAL TRUST FUND
25 UNFP
26 Verdens Barn
27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28 Children's Aid Direct

29 Indonesia
30 Liechtenstein
31 South Africa
32 Cyprus
33 India
34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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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OECD CRS 목적코드 중31개 보건의료분야 지원영역 세부사항35)

35) http://www.oecd.org/dac/stats/purposecodessectorclassification.htm 북한 보건의료

지원받은 영역으로 재구성

29 CESVI
30 PMU-Interlife
31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32 NGO
33 Private
35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36 UN agencies
37 Eugene Bell Foundation
38 Global Resource Services
39 Mercy Corps
40 Samaritan's Purse

140

Water

Supply &

sanitation

1
Basic drinking

water supply

Programmes where components

according to 14031 and 14032 cannot be

identified. When components are

known, they should individually be

reported under their respective purpose

codes: water supply [14031], sanitation

[14032], and hygiene [12261].

2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Rural water supply schemes using

handpumps, spring catchments,

gravity-fed systems, rainwater

collection and fog harvesting, storage

tanks, small distribution systems

typically with shared connections/points

of use. Urban schemes using

http://www.oecd.org/dac/stats/purposecodessectorclassific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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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pumps and local neighbourhood

networks including those with shared

connections.

3 Basic sanitation

Latrines, on-site disposal and
alternative sanitation systems, including
the promotion of household and
community investments in the
construction of these facilities. (Use
code 12261 for activities promoting
improved personal hygiene practices.)

4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otable water treatment plants; intake

works; storage; water supply pumping

stations; large scale transmission /

conveyance and distribution systems.

5

Waste

management/

disposal

Municipal and industrial solid waste

management, including hazardous and

toxic waste; collection, disposal and

treatment; landfill areas; composting

and reuse.

6

Water resources

conservation(includ

ing data collection)

Collection and usag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n water resources;

creation and sharing of water

knowledge;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inland surface waters

(rivers, lakes etc.), ground water and

coastal waters; prevention of water

contamination.

7

Water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Water sector policy and governance,
including legislation, regul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as well as
transboundary management of water;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activities supporting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approach
(IWRM: see box below).

8
Water supply –

large system

Potable water treatment plants; intake

works; storage; water supply pumping

stations; large scale transmission /

conveyance and distribu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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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ater supply &

sanitation – large

system

Programmes where components
according to 14021 and 14022 cannot be
identified. When components are known,
they should individually be reported
under their respective purpose codes:
water supply [14021], sanitation [14022],
and hygiene [12261].

10
Sanitation – large

system

Large scale sewerage including trunk

sewers and sewage pumping stations;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121

Health

general

11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Health sector policy, planning and

programmes; aid to health ministrie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stitution
capacity building and advice

Medical insurance programmes;
including health system strengthening
and health governance; unspecified
health activities

12
Medical education/

training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ertiary level services.

13 Medical research

General medical research (excluding

basic health research and research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12382)

14 Medical services

Laboratories, specialized clinics and

hospitals (including equipment and

supplies); ambulances; dental services;

medical rehabilitation,

120

Basic

health

15 Basic health care

Basic and primary health care

programmes; paramedical and nursing

care programmes; supply of drugs,

medicines and vaccines related to basic

health care; activities aimed at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16
District-level hospitals, clinics and
dispensaries and related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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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health

infrastructure
equipment; excluding specialised
hospitals and clinics (12191).

17 Basic nutrition

Micronutrient deficiency ident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promotion including
exclusive breastfeeding; Non-emergency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and
other targeted feeding programs
(including complementary feeding);
Staple food fortification including salt
iodization; Nutritional status monitoring
and national nutrition surveillance;
Research, capacity building, policy
develop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support of these interventions. Use
code 11250 for school feeding and 43072
for household food security.

18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population for improving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s; public health
and awareness campaigns; promotion of
improved personal hygiene practices,
including use of sanitation facilities and
handwashing with soap.

19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Training of health staff for basic health
care services.

20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Health sector policy, planning and
programmes; aid to health ministrie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stitution
capacity building and advice

Medical insurance programmes;
including health system strengthening
and health governance; unspecified
health activities

21
Infectious disease

control

Immunisa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and parasite diseases, except
malaria (12262), tuberculosis (12263),
HIV/AIDS and other STDs (13040). It
includes diarrheal diseases, vector-borne
diseases (e.g. river blindness and
guinea worm), viral diseases, mycosis,
helminthiasis, zoonosis, diseases by
other bacteria and viruses, pediculosis,
etc.

22 Malaria control
Prevention and control of malaria.



- 68 -

23
Tuberculosis

control

Immunisa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tuberculosis.

130

Population

policies/

Program

-mes &

Reproduct

ive health

24 Family planning

Family planning services including
counsell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 activities; delivery
of contraceptives;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25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Education and training of health staff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services.

26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Population/development policies; census
work, vital registration; demographic
research/analysis; reproductive health
research; unspecified population
activities. (Use purpose code 15190 for
data on migration and refugees.)

27
Reproductive

health car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prenatal and postnatal care including
delivery;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rtil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sequences of abortion; safe
motherhood activities.

28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All activities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HIV/AIDS
control e.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esting; prevention;
treatment, care.

720

Emergency

responses

29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Shelter, water, sanitation, education,

health services including supply of

medicines and malnutrition management,

including medical nutrition management;

supply of other nonfood relief items

(including cash and voucher delivery

modalities) for the benefit of

crisisaffected people, including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es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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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 by or coordinated by

international civil protection unit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a disaster

(in-kind assistance, deployment of

specially-equipped team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o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by experts sent to the

field). Also includes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safety,

well-being, dignity and integrity of

crisis-affected people including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developing countries. (Activities

designed to protect the security of

persons or properties through the use

or display of force are not reportable as

ODA.)

30

Relief 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Measures to co-ordinate the assessment

and saf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including logistic, transport and

communication systems; direct financial

or technical support to national

governments of affected countries to

manage a disaster situation; activities

to build an evidence base for

humanitarian financing and operations,

sharing this information and develop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more

effective response; funding for

identifying and sharing innovative and

scalable solutions to deliver effective

humanitarian assistance

740 31

Building the responsiveness, capability

and capacity of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humanitarian acto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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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prevention

&

Preparedn

ess

Multi-hazard

response

preparedness

disasters. Support to the institutional

capac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pecialised humanitarian

bodie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anticipate, respond and recover from

the impact of potential, imminent and

current hazardous events and

emergency situations that pose

humanitarian threats and could call for

a humanitarian response. This includes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mitigation, preparedness, such as

stockpiling of emergency items and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aimed to

increase the speed and effectiveness of

lifesaving assistance delivered in the

occurrence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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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unity’s Health

aids to North Korea

Sookin RA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amount of aid channeled varied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the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n government vi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en

fairly consistent. Aids directed to North Korea’s health care

sector, in particular, have been relatively consistent mostly due

to the non-political nature of the health care sector. This study,

thus, aims to evaluate which sectors among health care have

received the assistance and who are the main donors of i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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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ims to figure out som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structure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individu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om a more macro level

rather than analyzing the interaction patterns among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North Korea's health aid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layout the network

structure among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North Korea’s

health aid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Data have been

obtained from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reditor Reporting System (OECD-CRS) and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from 1973 to

2019.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31 sub-sectors in

health care and 45 stakeholders involved. Centrality analysis

was also conducted among 34 stakeholders (out of 45) with

organizations playing the central role in the network structure.

Results indicated that out of 31 sectors that received the

assistance, 34.6% of it was channeled towards the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MRAS) sector where it ranked

the top. The next highest was the Basic Health Care (BHC)

sector, where 10.9% of aid was channeled to this sector. Basic

nutrition (BN) was the third highest where 7.3% of the aid was

directed towards this sector. The results of the network

analysis conducted among all the sectors and stakeholders

involved indicated that UNICEF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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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tructure of North Korea’s health aid. Results for

centrality analysis and eigenvector centrality analysis, too,

indicated that UNICEF was the key and most influential

mediator in the entire network structure.

The results for network analysis showed that the top three

sectors (1.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MRAS) 2.

Basic Health Care (BHC) 3. Basic Nutrition (BN)) that received

most assistance collided with the top three sectors that had the

most active network connections. However, empirical-wise,

assistance towards the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MRAS) sector was highest but Basic Nutrition (BN) had

higher centrality than MRAS. This indicates that there are

mor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BN sector, which means

network structure among the BN stakeholders is comparatively

more diverse as compared to other sectors. Results also

indicated that out of all 34 stakeholders (countries and

organizations), UNICEFand WFP were the two main mediators

in the network structure. The degree of centrality for both

UNICEF and WFP was 0.5. IFRC was the next highest, where

its degree of centrality was 0.4117.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eigenvector centrality, network

among the aggregated group around the central agency was

analyzed. The results of eigenvector centrality analysis indicated

that among 40 mediating organizations, IFRC, Red Cross,

OCHA, and WFP showed the strongest aggregation. All of

these organizations were either one of the top 10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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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or were organizations that had influential

countries involved (influential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Sweden, Norway, Germany, Australia, Denmark)

With only two open data sources available to analyze network

structure of sectors and stakeholders involved in North Korea’s

health care sector,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s. Moreover, this

is also because the assistance directed to North Korea via the

unofficial (not openly documented) route is still known to be

fairly active. This study, however, was conducted with the aim

to establish the empirical grounds by providing network

analysis of North Korea’s health care secto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the attemp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tors that received assistance and the network structure

of stakeholders involved via using the official open data.

Key words: International community, Healthcare, North Korea,

Social Network Analysis, Cooperative network,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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