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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성장발육 상태 연구* 

박순영* 

1. 들어가는말 

본고는 1999년 7월 26일에서 8월 5일 사이 그리고 2000년 l월 21일 

에서 1월 28일 사이에 중국의 북한접경지대에서 2차에 걸쳐 실시된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 55명의 성장 발육 자료 

를 분석한 결과이다. 어린이 성장측정치(연령별 성별 신장 체중 등) 

는 일반적인 건강과 영양상태를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왜냐하면 

어린이 성장 장애는 영양결핍의 직접적인 결과인 동시에 사회의 전반 

적인 복지수준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도 획득하기에 상대적으로 용 

이한 지표이기 때문이다(박순영 2000a 참조) . 이 연구는 우선은， 성 

장 발육 자료 분석을 통하여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생활상과 복지 

수준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러한 신체측정치들을 표준화된 

국제적 준거에 비교하여 계산한 지표들을 이용하면 연구 대상 집단의 

영양 상태를 남한 어린이나 기타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양 상태와 비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상근연구원 



200 박순영 

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1995년의 대홍수로 대외적으로 불거진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이 

미 진행된지가 최소한 수년은 경과하였다. 1998년에 발표된 EU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만7세까지의 어린이 상당수가 영양결 

핍으로 인한 성장 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UNICEF따TFP 1998 참조) . 성장 발육기에 심각한 영양 결핍을 경험 

한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 인지 

적 -정서적 발달 장애와 같은 광범위한 기능적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결과로 장기적인 사회적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러나 북한 식량사태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자 

료는 극도로 제한 되어 있다. 성장측정치는 대규모 인구집단이나 지 

역사회의 영양과 건강 수준 평가와 변화상의 추적에 경제적이고 신뢰 

성있게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로서 가장 믿을 만한 성장 발 

육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EU 동의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조사는 만7세 까지의 어린이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접 성장 

측정치나 연령별 성별 성장지수가 아니라 연령별 영양실조율과 전체 

평균 성장지수와 같은 간접 지수만을 발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기 본 

1) EU 둥은 지난 1998년， 북한 총인구 약 71%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6개 

월에서 84개월 까지의 어린이 1 ，762명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이를 

~CHS 준거치에 비교하여 연령별 성별 영양실조율 그려고 성별 평균 Z 접 

수를 계 산 보고하였다(EU/UNICEF이1FP 1998; 박순영 2아)()b) , 물론 이 

수치는 이 연령대의 북한 어린이가 경험하고 있는 영양실조의 정도를 파악 

하는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 그리고 남한 어린이와 비교한 북한 

어린이의 성장 발육의 자세한 특성을 알려면 최소한 성별 연령별 평균 실측 

치와 표준면차 그리고 성별 연령별 명균 z-점수와 표준편차가 필요하다. 필 

자가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해 봤으나 구할 수 없었 

다， EU 둥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조사를 하고도 자세한 내용을 밝히 

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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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중국 체류 어린이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조사집단이 북한 

어린이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대 후반까 

지의 연령대를 포괄하는 어린이의 실측치를 분석하였으므로 북한 어 

린이 전반의 성장 발육 상태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는데 보완하는 자 

료로서는의미가 있다. 

2. 조사결과 

1 )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 

조사대상은 조사자가 연길시에서 만난 북한어린이 55명이다. 이들 

중 30명은 1999년 여름 실시된 l차 조사에서 만났으며 25명은 2000년 

〈표 1) 조사 대상 집단의 연령별 성별 구성 

합계 여자 남자 연령(세) 

? 2 

3- 4 

4- 5 

6- ì ? 1 
• 

1 
‘ 7- 8 

2 9-10 

10-11 

5 ? 3 11-12 

2 2 12-13 

8 2 6 13-14 

9 6 14-15 

9 8 15-16 

9 8 16-17 

17 -18 2 

합계 55 15 

1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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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만났다. 이들중 거리에서 유랑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20명(남 

19 , 녀 1 )이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가 17명(남 13 , 녀 4) 이고， 가족과 함께 월경하여 연길에 체류하고 있 

는 어린이가 18명(남 8, 녀 10)이다. 이들은 모두 1980년대 이후에 출 

생한 어린이들로서 이들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사 대상이 된 북한어린이는 대다수가 

남자아이이다. 여자의 경우는 오빠와 함께 월경한 한 명을 제외하고 

는 모두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지인 

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거리에서 걸식하는 여자 어린이를 발견하기 

가 힘들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오빠와 함께 월경한 한 명의 여자 

아이(1 1세)를 제외하고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모두 가족과 함 

께 거주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반해.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은 13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집을 떠나 생활한 기간은 불과 며칠에서부터 4년까지 다양 

하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대개의 어린이가 국경을 한 차례 이상 넘 

나들었으며 체포되어 북한의 수용시설에 머무른 경험이 있는 어린이 

도 다수이다. 집을 떠나 북한을 떠돌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시기도 다 

양하지만 절대 다수인 약 80%가 조사 당시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 

년이 채 안된다. 이 어린이들이 중국에 와서 경험한 영양상태가 북한 

에 머무르던 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 

다. 다만 중국에서는 먹는 것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는 어린이들의 

답변을 참고하면， 중국에서의 환경이 북한에서의 그것에 비해 일반적 

으로 어린이 성장에 보다 우호적이었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에서 머문 기간 그리고 중국에서 경험한 환 

경의 질과 현재 성장 상태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현재의 자료가 너 

무 빈약하다. 우선 각 어린이들이 중국에 머문 기간의 정확성을 담보 

할 수가 없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이들이 경험한 환경의 질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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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대상 어린이의 부모들 
아버 ^1(전체)거리와 시셜 가족동반 어머니(전체)거리와 시설 가족동반 

사망 14 11 12 11 

벼。즈 。 2 

이혼후별거 

실종 4 4 8 

생존 
27 14 I3 29 13 16 

(질병 보고없음) 

정보없음 6 6 

55 37 18 55 37 18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6개월에서의 일년이 

라는 기간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다소 호전된 영양상태를 경험한 이 

어린이들은 북한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 전체 평균 

성장치가 약간 향상되었으리라는 정도가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전 

부이다. 

이 어린이들의 가족 상황 중에서 부모의 형면이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길거리와 시설 수용 어린이의 경우. 부모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구두 답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의 정도는 확인할 수 없다.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나 길거리에 유랑하는 어린이들은 부모 중 적 

어도 한 쪽이 사망， 실종 또는 병중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 사망 원인 

으로는 간경변， 간복수， 파라티푸스， 위장병， 폐혈증， 심장병， 차사 

고， 굶주림 둥을 들었다. 부모가 병중인 경우는 동상， 허리병， 폐렴， 

간염. 뇌진탕， 파라티푸스， 기관지 천식，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앓고 

있다고보고하였다. 

이 어린이 들은 대다수가 국경 지역 출신으로， 월경 이전에는 북한 

에서 무산， 회령， 온성， 은덕， 남양， 청진， 씻별， 연사， 단천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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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했다고 한다. 부모의 직업은 광산 노동자가 가장 많으며 운전수， 

철도 노동자， 임업소 노동자， 운전수， 기관사， 농장 노동자. 탄광 기 

술지도원. 정양소 복무원， 탄광 행정 직원 등도 있다. 많은 어린이들 

이 부모의 현재 직업을 장사라고 하여서 식량 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 

이 소규모의 장사를 통해 생계를 꾸려 갔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시 

설 수용 어린이나 길거리 어린이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 

가 광산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량 배급이 끊어지면서 광산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했으며 이런 곤경 가운데 부모 중 한 

쪽이나 양쪽이 사망， 실종 또는 병을 얻은 것을 계기로 부모의 손길 

에서 벗어나게 된 어린이들이 집을 나와 떠돌다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의 식량위기가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한 정도의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 사 

회는 철저한 사회통제 때문에 전지역， 전연령층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영양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정병호 1999 참고) . 사회 

주의 국가에서도 평상시에 조차 부모의 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성장발육 편차가 있다(Bielicki . Szczotka . Charzewski 1981). 더구나 

식량부족의 정도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수록 사회주의적 국 

가 통제의 효과도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작황과 식량공급 현 

황에 대한 FAO/WFP 공동조사단 특별보고서(1998)에 따르면 협동농 

장 단위， 지역， 또한 민간 시장의 발달정도에 따라 특정 인구 계층의 

식량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또한 이번 현지 조사 기간에 

면담한 많은 탈북 어린이들도 부모의 신분적 지위에 따라 급우들간의 

생활조건에 있어 극명한 편차가 드러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장기화된 

식량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 체제가 약화되면서 영양 문제가 사회 주 

변부 구성원들에게 특히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국경지역의 광산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주로 탈북어린이라는 사실에도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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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 
이 5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 몸무게， 피하지방두께， 팔둘레 등 

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국제적 표준 절차에 따랐으나(Lo피nan . 

Roche . Martorell 1988) 현지 사정상 장비는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 

였다(키는 철제 줄자. 폼무게는 스프링식 체중기， 팔둘레는 천줄자를 

사용하여 측정. 피하지방두께만 국제 규격의 측정기 사용). 이 자료 

중에서 국제 준거치와 한국 평균치가 출판되어 있는 키와 톰무게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북한어린이 신장과 체중 자료를， 

WHO의 권고(WHO 1978: 1986) 에 따라， 미국 NCHS (N 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의 성 장 준거 곡선 (Dibley . Golsby . 

Steahling . Trowbridge 1987; Hamill. Drized . Johnson . Reed . 

Roche 1977)에 비교하여 북한어린이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였다(계산 

에 는 Epi Info Version 6. 04b , CDC & '^앤-10 1997 사용). 

신장과 체중으로 집단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키에 대비한 몸무게('사ight for heìght: ~아1) ， 나이에 

대 비 한 봅무게 (weight for age: WA) 와 나이 에 대 한 키 (height for age: 

HA)이다CWaterlow 1972). 신장과 체중으로 어련이의 영양 상태를 집 

단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는 두 가지가 혼히 쓰이는데 그 하나는 나 

이에 대한 키 (HA)로서 이는 어린이가 나이에 비해 얼마나 키가 작으 

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일반적인 복지 수준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른 하나는 키에 대비한 몽무게 (WH)로서 이는 

어린이가 현재 키에 비하여 얼마나 말랐나를 나타내는 것이며 급성 

영양실조의 지표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남자 1 1. 5세， 여자 10세까지 

만 계산이 가능하므로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어린이 전체에 사용하기 

에는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2)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이에 대한 몸 

2) 신장에 따른 체중(WH)은 어린이가 사춘기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만 영양상 

태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사춘기에 접 

어들면 유전적 소양의 작용으로 신장성장의 개체변이가 극심하게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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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WA)를 추가 하였는데 이는 저체중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HA 

와 함께 이용하면 만성 영양실조와 급성 영양실조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된다. 대개 z-점수(표준편차점수) 3)가 -2 미만인 상태(준 

거 집단의 하위 약 2.2%가 여기에 속함)를 중동도의 영양실조로. -3 

미만인 상태(준거 집단의 하위 약 0.013%가 여기에 속함)를 심각한 

영양실조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이다(WHO 1978: 1986). 

나이에 따른 키 (HA)와 톰무게 (WA) 그리고 키에 따른 몸무게 

(WH)의 표준편차접수(z-접수)를 계산한 결과를 〈표 3)에 요약하였 

다. 또한 z-접수가 -2 미만으로서 성장지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 

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분율을 〈표 4)에 요약하였다. 이 어린이들의 

나이에 따른 키는 대체로 준거집단의 -2표준편차 이하에， 체중은 2와 

-1 사이얘 위치해 있어서 체중보다는 신장성장 지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결과로， 나이에 따른 키에서의 성장지체아율(70.9%)이 나이에 

따른 체중에서의 성장지체아율(27.3%)보다 월둥히 높다. 모든 범주에 

서 남아의 성장 발육 지수보다 여아의 성장 발육 지수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EU 등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EU/UNICEF/ WFP 
1998: 박순영 2000b 참조) . 하지만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여자 어린이 

들은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생활조건에서부터 

남아와 차이가 있다. 또한 남아 1 1. 5세와 여아 10세까지의 어린이에서 

WH를 영양상태 지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NCHS준거자료 

에도 WH는 여아 10세 남아 1 1.5세까지만 제시되어 있어서 그 이상 나이든 

아동에 대해서는 WH에 대한 z-접수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Hamill 

외 1977 참조) . 

3) Z 접수란 어떤 특정 개체의 측정치가 준거 집단 전체의 측정치 분포에 비추 

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특정 개체의 측정치-준거 집단 

의 중앙값)/준거 집단의 표준편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Z 접수가 -2라는 

것은 그 개체의 측정치가 준거 집단의 중앙값보다 2 표준편차만큼 작다는 것 

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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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평균 성장발육지수 

연령(세) 남자 

HAZ WAZ WHZ' HAZ 

3- 4 0200 

4- 5 -2095 1235 0115 

6- 7 -1 210 

7- 8 -1 ,050 -{) 580 0250 -1 뀌O 

9-10 -1.765 1,675 -{)720 -0 120 

10-11 1900 

11-12 -1603 -1217 0,870 -3 620 

12-13 -2 ,920 -1915 

13-14 -3 아m -2165 -2490 

14-15 -2 .360 -1668 -2903 

15-16 2436 -1.860 3 220 

16-17 3565 -2 ,093 1590 

17-18 -2765 1,965 

총평균 -2 ,628 -1811 -。이5 -2095 

남녀합계 평끌 HAZ: -2 ,483 , WAZ: -1 ,630, WHZ: 0,195 

.남자 W띤Z는 1 1.5세까지의 남자어린이 6명 계산 

**여자 WHZ는 10세까지의 여자어린이 5명 계산 

여자 

WAZ 

-0 ,840 

0.1 50 

-1020 

0,140 

1540 

-1540 

-1295 

-1743 

2420 

-{)960 

-1149 

n띤Z" 

-0 ‘ 950 

1.380 

0 ，이O 

0.380 

0,448 

〈표 4)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성장지체아 비율 (% Z-score < -2) 

남자 여자 남녀합계 

연령에 따른 신장(HAZ) 77 , S 533 709 

연령에 따른 체중(WAZ) 32.5 13 .3 27 3 

신장에 따른 몸무게(\\멤Z‘) 0 0 0 

*WHZ는 1 1.5세까지의 남자 어린이 6명， 10세까지의 여자 어린이 5명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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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Z 평균이 0.195이고 급성 영양실조율이 0%로 나타나 이들이 현재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EU 등은 1998년 전국적인 수준에서 표본 추출한 6개월에서 7세 사 

이의 북한어린이 1 ， 792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표본 추출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jUNICEF/ 

\VFP 1998 참조) . 공동 조사단은 북한어린이 선장과 체중 자료를 미 

국 NCHS의 성장 준거 독선 (Dibley 외 1987: H때꾀II 외 1977) 에 비교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지표는 키에 대한 몸무게 

(weight for height: WH) , 나이 에 대 한 키 (height for age: HA) , 나이 에 

대한 몸무게 (weight for age: WA)이다. <표 5)에 EU 둥의 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중에서 EU 둥의 조사 대상과 같은 연령대에 속 

하는 만 7세까지의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 5명과 비교해 보았다. 물 

론 조사 대상 어린이 중에서 이 연령대에 속하는 어린이가 5명 밖에 

안되므로 이 결과로써 두 집단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가 EU 등이 북한 전역을 조사할 당시의 

북한 어린이에 비해 더 심각한 영양 장애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 같 

다고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5) 7세까지의 북한어린이와 중국체류 북한 어린이의 성장발육지수와 

영양실조율비교 

북한 어린이 (n=1762)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 (n=5) 

급성 영양실조율(% WHZ < -2) 156 0 

만성 영양실조율(% HAZ (-2) 623 20 

저체중아율(% WAZ (-2) 606 0 

평균 vVHZ -0 95 0408 

평균 HAZ 2 57 -1282 

평권 WAZ -2 29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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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어린이 성장 특성 비교 

〈표 5)와 〈표 6)에 북한어련이의 키와 체중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동년배의 남한어린이의 1997년 평균치(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와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어린이는 남한 

어린이에 비해 작게는 3.6cm , 크게는 24.2cm 키가 작고， 체중도 

O.lkg에서 18.9때까지 작음을 알 수 있다. 키와 몸무게의 차이는 사 

춘기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만성적 영양결핍 상태의 중국 

체류 북한어린이가 남한어린이에 비해 성숙이 지연되면서 사춘기에 

늦게 진입한 결과로 판단된다. 남한의 여자 어린이는 11세에서 12세 

사이에， 남자 어린이는 13세에서 14세 사이에 신장 급격 성장기에 도 

달한다(박순영 1996) .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발육이 

〈표 6) 중국 체류 북한어린이와 남한어린이의 평균 키 (cm)비교 

연령 남자 여자 

북한 남한 차이 북한 남한 차이 

3~ 4 953 98.9 36 

4~ 5 97 1 1050 7 9 

6~ ì 1114 119.0 7.6 

i~ 8 1180 1248 68 115.0 122.5 7.5 

9~ 1O 125.8 134.8 90 132 .3 134.1 1.8 

10~ll 130.8 141.1 103 

11 ~12 1360 1454 94 1243 147.1 22.8 

12~ 13 129.2 1519 22.7 
13~ 14 134 6 158 8 242 142.9 155.4 12 5 

14~15 1464 165 9 19 5 141 7 158.2 16 .5 

15-16 153 8 1684 15 .1 140.1 159 .5 19.4 

16-17 149 .3 170.1 20.8 152 5 159.7 7.2 

li~ 18 158 5 170.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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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 체류 북한어린이와 남한어린이의 평균 체중(kg)비교 

연령 남자 여자 

북한 남한 차。1 북한 남한 차01 

3- 4 130 15 2 2.2 

4- 5 15.2 170 1.8 

6- 7 21 5 224 09 

7- 8 22.0 24.7 2.7 20.0 23.8 3.8 

9-10 233 31.4 8.1 300 301 o 1 

10-11 270 346 7 6 

11-12 307 396 89 29 5 390 9.5 

12-13 285 43.4 14.9 

13-14 31.5 50.4 189 38.8 47.6 8 8 

14-15 402 54.8 14.6 38.0 50.4 124 

1H6 443 56.6 123 34.0 52.0 180 

16-17 449 59.6 14.7 49.0 52.3 3 3 

17-18 500 60 .4 10.4 

늦은 북한어린이와의 키에서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2, 3, 4)는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평균키와 체중을 표 

준과학 연구원이 발표한 남한 어린이의 97년도 키와 체중 5 백분위수 

와 50 백분위수에 비교한 결과이다. 중국 체류 북한 남자 어린이의 

키는 대개의 연령대에서 남한의 5 백분위수 아래에 속한다. 여자 어 

린이는 남자 어린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위수 대에 속하 

나 대개 10 백분위수 아래에 속한다. 이런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남녀 아동이 모두 남한 아동에 비해 신장 성장에 장애를 경험 

하고 있으나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함 

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체중은 키에 비해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위수에 속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 

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장애가 만성적인 것이며 급성 영양실조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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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여자 체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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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남녀 모두 남한 어 

린이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10대에 접어 들면서 남한 어린이와의 키 

차이가 심화되어서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에 의해 사춘 

기 진입이 지연되는 성숙 지연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비록 표본 수가 작다는 것을 고려할지라도， 중국 

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어린이와 청소년은 국제적 준거에 비추어 키에 

서의 성장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한의 동년배와 비교해도 성장부진이 현저하다. 특히 사춘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사춘기에 도달한 청소년에 대한 북한 성장 평균치가 알려져 있 

지 않기 때문에 -1998년에 실시된 EU 둥의 조사는 7세까지의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조사 대상 청소년이 성장치에서 북한 평 

균과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알 길은 없다. 또한 표본의 숫자가 적 

을 뿐만 아니라 이 표본이 북한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것도 

아니므로 현재 사춘기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성장치 차이를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다. 조사대상이 된 탈북어린이가 북한 

사회의 하층에서 주로 배출되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 청소 

년간의 현재의 실제 차이는 탈북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차이만큼은 

되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올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이들이 중 

국에서 단 몇 개월이라도 보다 나은 식생활을 했다는 것이 잠정적으 

로 추정된 계층적 차이를 얼마나 상쇄했는지 알 수는 없다. 북한 평 

균이 제시되어 있는 만 7세까지의 어린이만을 비교해보면 탈북 어린 

이가 북한 거주 어린이보다 성장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은 부모 동반 탈북자로 비교적 정상적인 가정생활 

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어린이들의 성장상태를 참고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성장상태가 북한 전체와 비교해 어떤 정도인지 추정 

하는것은무리이다. 

EU 둥이 발표한 북한어린이 영양상태 보고서는 장래의 남북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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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간의 성장치 차이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이다(EU/ 

UNICEF따맨 1998) . 남북한 어린이의 성장 자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면 그 차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EU/ 
UNICEF1따1FP 보고서는 NCHS 성장 준거 곡선에 기 반하여 계산한 

Z 점수를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총 평균으로 제시하고 았다. 필자가 

이 수치를 가지고 북한어린이의 신장과 체중 평균치를 추정하여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이 제시한 1997년의 남한어린이 평균치와 비교한 결 

과， 만 7세의 나이에 남북한어린이 간의 키 차이는 남녀 모두 최소 

12cm 정도이고 몸무게는 약 6행 정도로 나타녔다(박순영 2000b 참 

조) . 이변이 없는 한， 이 연령 대의 남북한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는 영양결핍에 따른 성장 부진에 성숙속도의 저하가 부가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 청소년간의 성장치 차이가 극대화 될 것이다. 따라 

서， 현재 7세의 북한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남북한 청소년간 

에 나타나는 평균 키 차이는 적어도 12cm가 념을 것은 확실하다. 

어린 시절의 성장은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 따랴서， 현재는 

북한의 어린이가 경험하고 있는 식량 부족 사태 때문에 남북한의 차 

이가 크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유전적 소양의 작용으로 

그 차이가 줄어 들 수도 있다(Martorell 1984: Marshall . Tanner 1986 

참조) . 그러 나 “따라 잡기 (catch-up)" 성 장이 어 느 정 도로 발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후의 성장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Tanner 1986 참조). 따라서 앞으로의 북한 식 량 수급 상황의 호 

전과 일반적인 보건 의료 수준의 향상이 남북한 신체 크기 감소의 관 

건이라보인다， 

4. 맺는말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중국 체류 북한어린이는 대표성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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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린이 전체의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성장 발육 상태를 보 

이고 있는 어린이들인지 평가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장차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료는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생활상과 복지수준 

의 한 지표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북한의 기근이 영유아의 성장 발 

육에 미 친 영 향에 대 한 자료는 존재하지 만(예 : EUjUNICEF/WFP 

1998)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 

소년의 성장상태를 파악해야 기근의 장기적 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시작된 지가 적어도 수년은 되었으며， 지 

금은 응급한 기아 단계를 지났다고 해도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심각 

한 영양결핍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만성적 식량부족 

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성장 경향은 어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 

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자료를 축적 

함으로써 아주 조악한 수준에서나마 북한어린이의 성장발육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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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ow남1 Status ofNor야1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Sunyoung Pak 

This paper is an assessment of the growth status of 55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3 to 18 years 이d residing in Sino-North Korean border 

area. They were measured during 냐le 띠sits made from J버Y 26, 1999 to 

August 5, 1999 and fromJanuary 21,2000 toJanuary 28,2000. The growth 

status was assessed hy comp:따ing refugee children' s height and weight to 

both NCHS reference curve and South Korean means. The raw data on 

weights and heights were converted into anthropomeπic indices(Z-scores 

of weight-for-age, height-for-age, and weight-for height) relative to NCHS 

reference values. Most of the children have Z-scores of helow -2 for 

height(mean HAZ : -2.63) and between -2 and -1 for weight(mean WAZ : -

1.81). The percentage of the children who are retarded in height(% < -2 

HAZ : 70.9)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ose retarded in weight(% < -2 

WAZ : 27.3). These children are more stunted 야lan underweighted. The 

height and weight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re compared to 

the means of the South Korean children of 1997 reported h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The suh;eαed North Korean 

refugee c비ldren 앙e 3.6cm to 24.2αn shorter and weigh O.lkg to 18.9kg 

less than the South Korean peer. The difference in height has a tendency to 

increase in adolesc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