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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013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 실태1)
정리: 김영훈 2), 임수경 3)

1.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실태
1.1 식량소비
<양과 질>
북한 주민의 식량 소비는 양과 질에 있어 부
실한 수준이다. 2012년의 보고서4) 기록과 마찬

그림 1. 북한주민의 단백질 부족실태
(대두포함 및 제외)

가지로 2013년에도 1인당 1일 곡물 섭취량은
360g이다.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의 1인당 1
일 곡물 소비량은 이보다 낮은 310g으로 열량으로
환산하면 1,250kcal가 된다. 여기에 야채와 유지
섭취량을 포함하면 1일 총 섭취열량은 1일 권장
열량섭취량인 2,100kcal보다 30% 가량 부족하며,
이는 2012년 보고서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
급에 의존하지 않는 농가의 1인당 1일 곡물 소비
량은 400g으로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에 비해서는
높지만 1일 권장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북한 주민의 식단은 다양성이 부족하다. 8가

*출처: 2013 CFSAM

지의 식품군5)에서 일상적으로 3~4가지 식품군
1) 이 글은 FAO/WFP의 전망보고서(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11. 28)를 토대로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조원, bluemt86@krei.re.kr
4)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11.
5) 8가지 식품군은 곡물, 채소, 두류, 과일, 육류/어류/알류, 유제품, 유지류/지방, 당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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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을 곁들인 곡물, 김치, 유지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대두의 소비량은 전국적으로 계속 하락세다. 북한의 전형적인 식단에서 단백질은 크게 부
족하다(22% 부족). 대두를 제외할 경우 단백질 부족량은 26%로 증가한다(그림 1).
지방/유지류 식품의 소비는 1인당 1일 평균 반 스푼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다. 지방/
유지류는 1일 권장 열량섭취량보다 3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류는
크게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국경일에 식량배급을 통해 육류 특별배급을 실시하는 것으
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가구들에 있어 2013년 육류를 마지막으로 섭취한 날은 9월 19
일 추석이었다. 달걀의 소비는 평균 주 1회로 육류에 비해 많은 반면 유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안, 강변, 양어장 인근의 주민은 소량의 어류를 소비하고
있다. 과일 소비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주 1회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량 소비수준을 종합할 때, 2013년 총 표본가구(n=375)의 평균 식량소비
지수는 2012년에 비해 조금 낮지만 2011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그림 2. 2011-2013년도 식량소비지수 추세

*출처: WFP 모니터링 데이터, 2013 CFSAM

1.2 식량배급제도
<식량배급제도의 가구 배급량>
식량의 가구당 배급량은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된 평균
배급량 변동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식량 배급량은 일반적으로 10월에 가장 적
다. 가구 조사에 의하면 식량부족 현상은 감자, 벼, 보리 등 조기재배작물의 수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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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8월말부터 증대되기 시작하며, 식량배급도 10월 배급시기까지 소량에 머문다.
이는 식량배급제도와는 별도의 경로로 이 시기 식량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림 3. 월평균 일일 식량배급량(2008~2013년)

*출처: WFP 모니터링 자료 및 2013 CFSAM

양정성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단경기를 제외한 월평균 배급으
로 1인당 1일 평균 400g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7월에는 1인당 1일 평균
390g, 8월 첫 배급에서는 350g, 두 번째 배급에서는 320g, 9월에는 310g이 조달되었
다. 10월 목표배급량은 1인당 1일 평균 390g이고 11월, 12월에 다시 400g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가구당 배급량은 가족구성원의 나이, 부부의 직종, 학교나 유치원의 식사 제공 등
과 같은 기타 공급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에서 보고한 연령별 평균 배급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령별 일일 배급량
평균연령
<1
1~4
5~6
7~10
11~16
17~59
>60

평균 배급량
390g/인/일
65
130
195
265
330
460
395

400g/인/일
67
134
200
270
340
475
400

*출처: 2013 CF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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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배급의 재고 및 유통>
군 단위의 식량 재고량은 한정되어 있다. 전국의 군 중 절반 정도가 10월 상반기에
는 첫 번째 식량배급제도 필요량(1인당 1일 할당량 390g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단이 방문한 한 군에서는 약 14만 명을 위한 식량재고량이 38kg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으며, 동북지역에서는 재고량이 없는 군도 있었다. 대개의 군 창고들은 매월 첫 2
회 정도의 배급이 끝나면 비어 있다. 관계자들은 재고가 어떻게 보충될지에 관해 정보
가 없었으나 곧 보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배급식량은 대체로 식량잉여지역인 남부와 서부(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
도)에서 식량부족지역인 북부와 동해안 지대(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
로 수송된다(그림 4).
대부분의 식량은 철도로 수송된다. 식량잉여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식량을 수송하는
운송의 중심지는 평양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잉여생산의 수량과 목적
지는 양정성에서 모두 관리한다. 둘째, 남/서에서 동/북으로 재분배되는 식량의 물류는
제한된 철도시설에 크게 의존하는데 대부분의 철도시설이 평양을 거친다.
그림 4. 북한 내 식량의 이동

*출처: 2013 CF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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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지역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트럭이나 해상(특히 함경남도)으로 운송
된다. 북부와 동부 지역처럼 식량부족이 심각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철도와 트럭
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송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수입된 곡물도 있는데 주로 평안
남북도(신의주 경유), 양강도(혜산 경유), 함경북도(회령 경유)로 유통된다. 중국에서 조
달된 곡물은 대부분 최종목적지까지 철도로 유통된다.
운송되는 식량은 하역하여 군 저장소에 저장된다. 군 저장소에서 식량배급소로 운송
되어 주민에게 전달되려면 2차적인 유통망이 필요하다. 물류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
서 군 저장소와 지역 배급소에서 기초 재고물량을 수령하기까지 지체가 자주 발생한
다. 한 운송구간에서 발생되는 지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체 배급을 지연시킨다. 재
고 보충이 완료될 때까지 식량배급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주민들은 시장이나 다른 방
식으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 <표 2>는 군 단위 곡물 필요량과 군 식량배급소의
재고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현재(2013년 11월) 수확 중인 쌀의 즉각적인 재분배로 10월 할당량의
일부를 충당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대로 되더라도 대량의 유통 시설 미비로 인
표 2. 시/군별 곡물필요량 및 재고량(2013년 10월 1일 기준)
도

지역

배급의존
인구(추정치)

10월 1차
배급필요량6)
(톤)

총 재고량
(톤)

1차 배급을
10월 배급을
위한
위한
잉여/부족분(톤) 잉여/부족분(톤)

함경남도

회상구역

652,694

3,818

600

-3,313

-7,036

강원도

원산시

288,828

1,690

590

-745

-2,790

자강도

희천시

134,009

784

38

-745

-1,530

강원도

고산군

51,282

300

1

-299

-599

평안북도

동림군

48,998

287

150

-137

-424

황해북도

린산군

41,401

242

118

-124

-366

황해북도

평산군

64,487

377

450

+73

-304

강원도

문천시

79,753

467

590

+123

-344

황해남도

태탄군

18,134

106

304

+197

+92

함경남도

금야군

79,325

464

670

+206

-258

함경남도

덕흥동

33,347

195

600

+405

+210

평안남도

평성시

190,190

1,112

2,895

+1,782

+671

*출처: 2013 CFSAM
6) 1인 1일 기준 390g에 기초하여 1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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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량이 기한 내에 각 식량배급소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군은
25~30개소의 식량배급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배급소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가구는
700~2,900가구에 이르고 있다. 조사단이 방문한 식량배급소들은 대부분 1,000가구 이상
의 배급량을 저장하기에 공간이 부족했다. 조사단의 판단에 의하면 10~11월은 물론 12
월 첫 배급까지 지체가 불가피하다.
<국영상점>
식품배급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영상점은 곡물 외에 유지류, 양념류(된장, 간장,
요오드 무첨가 소금 등), 채소(무, 김치, 가지, 미역) 등을 공급한다. 과일, 육류 및 두
부와 같은 식품은 특정 계절이나 국경일에만 공급된다. 농촌지역에 있는 일부 국영상
점은 식품 외에 의류, 공책, 연필, 학용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국영상점의 판매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배급의 일환으로 가구에 배급표가 할당된다
고 보고되었지만, 조사단이 방문한 모든 국영상점에서는 일부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점들도 있었다. 실사된 가격
은 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고 동일상품의 시장가격과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
반적으로 소금은 1kg당 3원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어느 상점에서는 15.5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유통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
단이 수집한 가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국영상점의 식품가격
품목(단위)
된장(kg)
간장(kg)
유지류(kg)
무요오드 소금(kg)
요오드 소금(kg)
마늘(kg)
두부(kg)
고추(kg)
소시지(개)
배(kg)
사과(kg)
떡류(25g/개)
콩사탕(20g/개)
소주
*출처: 2013 CF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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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범위(원)
22
22~25
250
3~15.5
12
380
6~250
616
2.5
40
68
0.4
0.5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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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한 가구의 월평균 국영상점 방문 횟수는 1.6번이고, 매월 유지류
1.7kg, 간장 2kg, 된장 6kg 정도를 구입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국영상점이 평균
1,673~5,020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가구를 상대하는 평균규모
의 상점이 한 달에 필요할 수량은 유지류 501톤, 간장 600톤, 된장 1,800톤에 이른다.
그러나 조사단이 방문한 국영상점들은 대부분 비축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유지류가 전혀 없었고 된장을 비축한 상점도 드물었다. 남서부 지역의 상점들
에서는 육류(소시지), 마른생선, 두부 및 다과(떡, 콩 사탕, 땅콩) 등의 재고가 있었다.
국영상점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한 공급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1.3 주민의 식량안보 및 대응
<식량부족 대응방식>
불규칙적인 배급으로 인해 배급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의 80%는 식량부족에 대해 우
려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북한 가구의 식량불안 영향

*출처: CFSA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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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식량부족을 겪는 기간을 5월에서 8월초 사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가구의 90%는 협동농장에 사는 친척에게 의존한다고 답변했다. 산
야초를 채집하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 같은 대응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배급제 의존
가구들의 약 60%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물물교환에 많이 의
지한다고 밝혔다. 조기작물 수확이 시작되는 8월말부터 10월까지는 배급 감소의 충격
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에 대한 접근성>
협동농장 농가들은 대부분의 식량을 분배나 소토지농사로 확보한다. 생산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 농가당 자급생산량 중 1년 분배량은 260kg이며 나머지의 수확량은 수
매된다. 농가들은 9~10월에 분배를 현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년 분
배량에서 공제된다.
일부 농장에서는 작업분조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고했다. 농업근로자 1인당 목표치
에 추가적으로 65kg를 생산하게 되면 (최대) 15개월에 상당하는 분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배량이 8개월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농가들은 모두 소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채소를 자급한다.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 중 소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8%로, 그들이 소비하는 곡물의 약 8%와
채소의 98%를 소토지농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7) 소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나머지
62%의 가구에서는 지원과 교환이 곡물(총 곡물량의 16%)과 채소(전체의 52%)의 확보
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1가구당 1년에 24kg의 곡물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 공급 받는다. 시장은 공식적으로 채
소나 곡물의 공급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시장
에 매월 2~3번 정도 방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장>
매일 열리는 도시 공설시장이나 농촌지역에서 10일에 한 번 열리는 장마당은 채소와
육류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공급원이다. 조사단은 도시 공설시장에서 육류, 신선채소,
7) 여기 백분율은 ‘읍’지역 조사결과를 통한 것이다. 2013년 7월 ‘PRRO 리뷰’는 식량배급제 의존가구 중
57%가 소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2 EMOP 리뷰’에서는 69%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표본지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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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여러 생산품들을 볼 수 있었다. 장마당은 의류와 신발 등 생필품과 지역 농산
물, 양념, 담배, 해산물, 소가축 등 판매물품이 한정적이었다.
시장가격은 일관성이 없었지만 국영상점에 비해 높았다. 국영상점에서는 마늘 1kg이
380원인 반면 장마당에서는 2,000원이다.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쓰
는 돈의 수입 방법은 불분명하다. 조사단이 관찰한 품목별 가격표는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가격의 차이는 시장간의 유통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에서 군
으로의 이동이 통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8)
표 4. 장마당의 식품가격
품목(단위)
사과(kg)
배(kg)
감자(kg)
토마토(kg)
마늘(kg)
고추(kg)
건고추(kg)
토끼
새끼 토끼
닭(kg)
오리
새끼돼지(kg)
돼지(kg)
달걀(개)
건조생선(kg)
생물생선(kg)
게(kg)
새우젓(kg)

가격범위(원)
1,500~4,000
500
200
1,500
850~2,000
6,000
500
800~4,500
500
3,000~6,000
6,000
7,000
5,000
300~800
900
1,000
4,000
150

*출처: 2013 CFSAM

주거지에서 시장까지의 평균거리는 12리(약 4.7km)지만, 조사단이 만난 도시가구들
은 대부분 5리(약 2km) 이내에 있었다. 조사단이 직접 관찰한 결과 북한의 시장 활동
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보다 활성화되어 있었다. 즉, 식량 조달에 시장의(공식 및 비
공식)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북한 시민들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으며 군 사이 이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포커스 • 9

제16권 1호 KREI 북한농업동향

2. 취약계층(산모, 유아, 아동 등)의 영양상태
2.1 영양부족 상황
발육부진, 소모성 질환, 저체중 등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호전
되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모성 질환 발병률(4%)은 이제 정상범위에 들어왔다. 발육
부진율이 2000년 45%에서 2012년 28%로 감소했지만(매년 2% 이상 감소), 국제적 기준
에 의하면 발육부진은 여전히 심각한 공공보건분야의 과제다(그림 6).
그림 6. 북한 영양결핍 추세(2000~2012년)

*출처: 북한의 국가영양 조사 자료(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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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킨 요인들은 뚜렷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며, 시장도 영양실조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
소모성 질환의 발병률은 국가 전체로는 낮지만, 높은 수준인 지방도 있다. 지리적으
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부와 동부에 위치한 양강도와 자강도다. 발육부진율
역시 양강도, 함경남도, 자강도는 30%(‘심각’으로 분류)를 상회하고 있다. 발육부진이
가장 심각한 양강도의 경우 만 5세 미만 아동의 유병률은 39.6%에 달한다(40% 이상은
‘위기’로 분류). 평양시의 경우는 발육부진율이 ‘정상’(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소모성 질환 발병률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는 소모성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수확기(9~10월)에 실시되었다. 소모성 질환은 5월에서 8월
사이의 단경기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북한의 영양부족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0세에서 23개월 아동의 소모성 질환 발병률은 24개월에서 59개월 아동보다 조금 높
다. 이러한 현상은 0세에서 23개월 아동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차선의
수유방식에 기인한 세계적 동향과 연관이 있다. 6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의 발육부진율
은 8.4%로 비교적 낮다. 반면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27%로 급증하
고,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34%로 더욱 증가한다.
6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의 낮은 발육부진율과 비슷하게 지난 10년 간 저체중아의 비
율은 10% 이하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의 결정 요소인) 산모의 임신
중 평균 체중증가는 약 5kg로 권장 기준치인 10kg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현상
은 임신 중 산모의 식량 소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임신 중 저
조한 체중증가 및 발육부진율을 감안하여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하는 산모의 영양
결핍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모유 수유 방식과 보완 수유를 고려해야 한다.
임산부와 임신하지 않은 여성(31.2%) 및 6개월에서 59개월 아동(28.7%)의 빈혈 유병
률은 ‘보통’ 수준의 공공보건 문제로 간주된다. 특별한 우려사항은 6개월에서 11개월
아동(45.4%)과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47.9%)의 높은 빈혈 유병률이다. 빈혈 유병률
이 20% 이하인 지방은 없으며, 강원도가 아동의 빈혈 유병률이 가장 높고(39.3%) 양강
도가 산모의 빈혈 유병률이 가장 높다(36%).
빈혈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철분 및 비타민 B12군 섭취와 십이지장충병과 같은
기생충 감염이다. 북한에서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저조
하다는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 부족은 철분, 아연, 비타민 A군의 결여와 높은 상

포커스 • 11

제16권 1호 KREI 북한농업동향

관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빈혈, 발육부진 및 유병율 증가로 이어진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서 요오드 수치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요오드 결핍증은 북한에
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추정된다. 요오드 결핍증의 주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과 정신지체다. 요오드 첨가 소금을 보유한 가구는 2000년 1.5%에서 2010
년 42.1%로 증가했으나, 국제적 권장치인 95%보다 현저히 낮다. UNICEF에서 요오드
처리 소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금 생산지가 다수이기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조사단
이 관찰한 바 국영상점이 유일한 소금공급처이며 이 소금은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이다. 2010년에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요오드 첨가 소금을 섭취하는 가구는 42.1% 뿐
이었고 그 중 요오드가 충분히 첨가된 소금을 섭취하는 가구는 23%에 불과했다.

2.2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
<아동기관의 영양공급>
북한 아동들은 대부분 보육원,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아동기관을 매일 다
닌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4개월이 되면 산모의 출산휴가가 끝나는 동시에 탁아소에
맡겨진다. 4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올라가고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조
사단은 13개의 탁아소, 2개의 보육원(5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 9개의 유치원을
포함해 24개의 아동기관을 방문했다. 아동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시설에 위탁되고 1일
식량섭취량의 상당한 부분을 시설에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 아동들의 영양 상
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시설의 식량공급과 급식내용은 특히 중요하다.
보육원에서는 1일 3식, 탁아소에서는 1일 2식, 유치원에서는 1일 1식이 제공된다. 제
공되는 식량은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시설
에서 동물성 단백질(특히 철분, 비타민 A군, 비타민 B12군, 아연, 리보플래빈 및 칼슘
과 같은 미량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은 국제권장량 보다 현저히 낮은 극히 소량으로 제
공된다. 육류 공급은 드물며 대부분 국경일에 소량으로 제공된다. 어느 학교에서는 평
균적으로 아동 한 명당 한 달에 약 25g의 육류가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선과 달걀 섭취량 또한 매우 적으며 한 달에 1~2번으로 국한되었다. 달걀이 제공되
는 경우 아동 한 명당 1/4 내지 반개가 주어진다. 조사단이 방문한 일부 시설에서는 아
동에게 두유 1/4컵 내지 반 컵을 매일 제공했다. 과일 섭취는 계절에 따라 다르며 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급식의 양과 질은 국제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각 기관의 영양 공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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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급식: 급식은 대개 곡물 기준 100g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1일 채소 공급량
은 소토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단이 관찰한 결과 넓은 소토지를 보유한
유치원의 채소 공급사정이 비교적 좋다. 이런 유치원의 경우, 1일 채소 공급량이 곡물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 탁아소 급식: 급식의 양과 내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만 1세 미만 아동
에게는 만 3~5세 아동의 절반이 공급된다. 조사단이 관찰한 결과 만 1세 미만 아동에
게는 육류나 채소를 정기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만 1~2세 아동에 대한 공급량은
비교적 많고 내용도 다양하지만 만 3~5세 아동보다는 적다.
- 학교급식: WFP가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과자(30~60g) 혹은 곡물과 유제품 혼합으
로 만든 팬케이크(100g)를 제공하고 있다. WFP가 지원하는 부식은 영양이 풍부하여
제공하는 1일 식량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아 및 아동 영양공급 (IYCF)>
‘국제 유아 및 아동 영양공급(IYCF)’은 유아에게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만 하고
만 2세까지 이유식을 모유와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모유 수유: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0~6개월 유아의 68%가 모유에 의존하
고 있었다. 2013년 조사단이 인터뷰한 산모들에 의하면 산모의 출산휴가(일반적으로 4
개월)가 끝날 때까지 모유를 수유한다고 밝혔다. 유아가 탁아소에 들어가면, 산모가 모
유 수유를 위해 탁아소를 방문할 수 있지만 모유 수유만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 이유식 도입: 6개월 이상의 유아는 이유식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2012년 국민영양
조사에 따르면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아동 중 권장 최소 식단의 영양을 섭취하는 아
동은 26.5%에 불과했다. 평양시 아동이 59.4%로 가장 높고, 평양시 외에는 양강도
15.6%, 평안남도에서 25.8%로 나타나고 있다.
- 부실한 식단 다양성: 유아와 아동의 영양부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산모의
영양 상태, 특히 산모의 식단 다양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에 비해 산모의 식단 다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49.6%), 이는 아동기관의 급식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동물성 단백질 부족: 2012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 상태가 아이의 발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식단의
다양성, 발육부진, 미량영양소 결핍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이 섭취
하는 주요 식품의 양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 모유 대용식의 부족: 2009년 ‘다중 지표 클러스터 조사(MICS)’와 더불어 조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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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모유 대용식(BMS 또는 분유)이 보편화되어있지 않다. MICS
에 의하면 23개월 이하 아동 중 3.5%만 분유를 제공받는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쌀,
우유(또는 두유)로 만든 모유 대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F75와 F100(치료식 우
유)을 모유 대용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유 대용식의 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모유 수유를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산모･유아･아동의 영양균형에 대한 관심: 임산부, 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이상적인
영양공급을 강조하는 체제와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특수 영양식의 현지생산: 1998년 이래로 WFP는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임산부와
아동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영양강화혼합비스켓’을 다양하게 개발했다. 현재 14개소의
현지 공장에서 ‘곡물-우유 혼합비스켓(CMB)’, ‘옥수수-대두-우유 혼합비스켓(CSM)’, ‘쌀우유 혼합비스켓(RMB)’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능력은 월 20톤에 불과하며
제품의 가격도 높다.

2.3 질병
지리적으로 함경북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고(설사병 18%) 그 다음은 강원도인 것으
로(급성호흡기질환 8.6%) 보고되었다. 만 2세 미만 아동의 유병률은 특히 높았다.
6~11개월 사이 아동 17.8%와 12~23개월 사이 아동 17%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장 많은 질병은 역시 설사병과 급성호흡기질환이다. 설사병, 소화불량,
급성영양실조는 장마철(6~8월)에 만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론에 의하면 설
사병 아동의 비율은 수확기(10/11월)에는 10% 미만인 반면 장마철에는 약 30%까지 상
승하고 있다.

3. 요약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주민들의 식량 소비는 양과 질에서 부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단백질(육류와 대두) 섭취가 불충분하다. 대두 생산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량소비를
하고 있는 가계는 16%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주요 식량 공급원은 식량배급제이다(인구의 70%에 해당). 북한 정
부는 배급 목표를 1일 1인당 평균 573g으로 잡고 있으나 매년 미달되고 있다. 이는 절
대량의 부족은 물론, 물류상의 취약성에도 기인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배
급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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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상점은 소금(요오드 무첨가), 된장, 간장, 유지류 등 제한된 필수식품만을 제공하
며, 재고 상황에 따라 배급이 좌우되고 있다. 육류는 주요 국경일에만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가구 단위에서 식량 부족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며, 특히 5월에서 8월 사이
에 가장 심각하다. 자급 능력이 부족한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들은 협동농장에 있는 친
지의 도움을 받거나 식량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산야초를 채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조사는 어려웠지만 방문한 몇몇 시장들, 특히 상설 공설시장에서 육류,
신선 채소, 의류 및 비식품 등 여러 상품을 볼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농산물직판장에
서는 주로 지역 농산물, 담배 및 소가축을 판매했다. 조사단의 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
루어졌기 때문에 식량경제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역할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영양실조 아동의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발육부진율은 높고 미량
영양소 결핍도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 산모와 유아를 타겟으로 한 영양공급 프로그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지
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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