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e-jhis.org | 255

J Health Info Stat 2020;45(3):255-260  •  https://doi.org/10.21032/jhis.2020.45.3.255

서  론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 후 서로 단절된 채 살아온 북한 주민은 1990년

대 후반부터 탈북 즉시 남한에 입국하거나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

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 통일부의 북한 이탈 주민 자료에 따르

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202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총 33,658명이며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이탈 가정의 아

동도 증가하여 9세 미만 아동이 총 1,295명으로 보고되었다[2]. 그러나 

이는 북한 출생의 아동만 포함한 통계치로 북한 이탈 가정 내 제3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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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및 남한출생 아동의 수는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3].

미취학 아동은 주로 유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지능 및 사회성 

등의 정신적인 발달이 왕성한 시기일 뿐 아니라 음식선택 능력과 식사

습관, 기호 음식, 식사예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

에 형성된 식습관은 아동의 성장 및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평생 건

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미취학 아동의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영양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습관 형성은 가족 구성원,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식습관과 영양 

지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즉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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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은 아동과 어머니 그리고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아

동 건강에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이다[7].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가정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북한 출생으로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남한의 원 사회 구성원보

다 열악한 처지에 있다. 또한, 남한에서의 자녀를 양육할 때 올바른 사

전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8], 남한에 입국한 후

에도 북한 이탈 주민을 둘러싼 가정환경 및 사회문화적 변화 같은 급

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아동의 성장발달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

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9] 북한 이탈 가정 내 아동들은 

영양 및 성장상태가 좋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속적인 관찰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 이탈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건강이나 성

장발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남한으로 입국 후 정착을 위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10,11], 최근 북한 이탈 가정 내 아동의 건강이

나 발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 이는 북한 이탈 가정 아동만

을 대상으로 영양 및 성장상태를 파악하였다[3].

북한 이탈 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

의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의 원 사회 구성원과 비교했을 때 건강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 형평성

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가정 내 아동의 성장 및 영양상태를 수집한 자료와 우리나

라의 국민의 건강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북

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과 남한 가정  미취학 아동의 영양장애 비

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북한 이탈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생후 82개월 이하 미취

학 아동 112명과 성별과 월령이 동일한 남한 가정 내 생후 82개월 이하 

미취학 아동을 1:2로 매칭하여 영양장애 발생 비율을 비교하였다.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역하나센터, 대안학교, NGO 등을 통해 영양 및 성장상태를 조사하

였으며 이 중 월령 82개월 이하의 미취학 아동 112명을 비교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북한 이탈 가정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조사는 북한 이탈 가정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아동과 보호자를 함께 직접 면접 

조사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직접 계측하

였다. 본 조사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1041055-

AB-N-01-2017-0025)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

남한 가정의 미취학 아동의 영양 장애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7,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13,14] 자료를 이용하였다.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과 성별, 월령을 동일하게 1:2로 매칭한 224명을 비교 대상

자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과 영양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3년 주기

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대상자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 청소년, 성인으로 나누어 각 특성에 맞는 조사 항목을 적용

한다. 또한 조사분야는 크게 검진조사,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로 세

분되어 시행된다.

연구 내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월령, 신장(cm), 몸무게(kg)를 파악하

였다. 또한 남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 상태를 추가로 파악하였으며, 북

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에 대한 자료는 출생국가, 생모 국적, 생부 국

적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성장 및 영양상태

대상자의 성장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대한소아과

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13]를 이용하였다. 성장도표는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신체계측치의 분포를 보여주는 백분위 곡선으로 저신장, 저체

중, 비만 등 소아 청소년의 성장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

다. 2017년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의 경우 3세 미만(0-35개월)인 경우 

WHO child growth standard [14]를 적용하였고, 3-18세에서는 우리나

라 신체발육측정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신

장별 체중값과 표준점수(z-score)를 계산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별 신장의 표준점수(height for age z-score, HAZ)가 

-2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미만인 경우를 만성영양장애로 

정의하였고, 연령별 체중의 표준점수(weight for age z-score, WAZ)가  

-2 SD 미만인 경우 저체중으로, 신장별 체중의 표준점수(weight for 

height z-score, WHZ)가 -2 SD 미만인 경우 급성영양장애로 정의하였

다[14]. 또한 만성영양장애, 저체중, 급성영양장애 중 한 가지만 해당되

더라도 영양장애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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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북한 이탈 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남한 가정의 미취학 아동의 평균 차이는 t-test, 분포 차

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05 미만

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336명으로 북한 이탈 가정의 미취학 아동

이 112명(33.3%) 남한 가정의 미취학 아동이 224명(66.7%)이다. 전체 대

상자 중 성별은 남자 53.6%, 여자 46.4%이었으며, 월령은 평균 51.0 ±

20.3개월이었다. 

북한 이탈 가정과 남한 가정 미취학 아동을 비교한 결과, 키는 북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 103.5 ±13.5 cm, 남한 가정 미취학 아동 103.2 ±

13.3 cm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북한 이탈 가정의 미취학 아동이 

17.5 ± 4.7 kg, 남한 가정의 미취학 아동이 16.7± 4.3 kg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남한 가정의 소득수준은 저소득가구의 미취학 아동이 38.4%, 

고소득가구의 미취학 아동이 61.6%로 나타났다. 연령별 신장은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이 -0.02 ±1.28,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이 

-0.06 ± 0.93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체중은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이 0.09 ±1.19,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이 -0.28 ±1.03

이었으며, 신장별 체중은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이 0.22 ±1.81,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이 -0.27±1.1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태어

난 나라는 남한 79.5%, 중국 17.9%, 기타 1.8%, 북한 0.9% 순이었다. 생모

의 국적은 북한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생부의 국적은 

남한 44.6%, 북한 24.1%, 중국 31.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북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의 성장 및 영양장애 특성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의 성장 및 영양장애를 파악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특성은 남자에서 키 102.0 ±13.3 cm, 몸

무게 17.2 ±4.7 kg, HAZ –0.1±1.3, WAZ 0.0 ±1.2 WHZ 0.3 ±1.8이었으며, 

여자에서 키 105.2 ±13.7 cm, 몸무게 17.9 ± 4.7 kg, HAZ 0.1 ±1.3, WAZ 

0.2 ±1.2, WHZ 0.1 ±1.8이었다. 월령에 따른 특성은 0-35개월에서 키 

87.4 ± 5.9 cm, 몸무게 12.9 ±1.9 kg, HAZ –0.1±1.2, WAZ 0.5 ±1.1, WHZ 

0.6 ±1.3이었으며, 36-82개월 미만에서 키 110.2 ± 9.5 cm, 몸무게 19.4 ±

4.1 kg, HAZ 0.0 ±1.3, WAZ –0.1±1.2, WHZ 0.1± 2.0이었다.

북한 이탈 가정과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의 영양 장애 비율 

비교

전체 대상자 중 만성영양장애는 2.4%, 저체중 3.9%, 급성영양장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otal South Korea North Korea p

Number 336 (100.0) 224 (66.7) 112 (33.3)
Sex 
   Men 180 (53.6) 120 (53.6) 60 (53.6) 1.000
   Women 156 (46.4) 104 (46.4) 52 (46.4)
Age (mon) 51.0±20.3 51.0±20.3 51.0±20.4 1.000
   0-35 99 (29.5) 66 (29.5) 33 (29.5)
   ≥36 237 (70.5) 158 (70.5) 79 (70.5)
Height (cm) 103.3±13.3 103.2±13.3 103.5±13.5 0.828
Weight (kg) 16.9±4.4 16.7±4.3 17.5±4.7 0.101
Monthly household income
   Low 86 (38.4)
   High 138 (61.6)
HAZ -0.05±1.06 -0.06±0.93 -0.02±1.28 0.742
WAZ -0.16±1.10 -0.28±1.03 0.09±1.19 0.003
WHZ -0.10±1.40 -0.27±1.10 0.22±1.81 0.002
Country of birth
   South Korea 89 (79.5)
   North Korea 1 (0.9)
   China 20 (17.9)
   Others 2 (1.8)
Nationality of birth mother
   South Korea 3 (2.7)
   North Korea 108 (96.4)
   China 1 (0.9)
Nationality of birth father
   South Korea 50 (44.6)
   North Korea 27 (24.1)
   China 35 (31.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HAZ, height for age z-score; WAZ, weight for age z-score; WHZ, weight for 
height z-score.

Table 2.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hildren

Variables Height (cm) Weight (kg) HAZ WAZ WHZ

Sex 
   Men 102.0±13.3 17.2±4.7 -0.1±1.3 0.0±1.2 0.3±1.8 
   Women 105.2±13.7 17.9±4.7 0.1±1.3 0.2±1.2 0.1±1.8 
Age (mon)
   0-35 87.4±5.9 12.9±1.9 -0.1±1.2 0.5±1.1 0.6±1.3 
   ≥36 110.2±9.5 19.4±4.1 0.0±1.3 -0.1±1.2 0.1±2.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HAZ, height for age z-score; WAZ, weight for age z-score; WHZ, weight for 
height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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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두 남한의 표준치보다 작았다[16]. 이렇듯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

학 아동은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 비해 영양장애를 더 많이 경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이탈 가정 아동과 남한 가정 아동의 

영양 및 성장상태를 비교한 Choi [3]의 연구에서 북한 이탈 가정 아동

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인 경우 만성영양장애가 10.3%, 남

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7.9%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주민이 탈

북 후부터 남한 입국 및 정착까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영

양장애 유병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3]. 앞의 선행연구와 직접 비

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은 79.5%

가 남한출생으로 부모가 남한에 정착 후 출생하여 만성영양장애 유병

률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한에서 출생한 미취학 아동이 

79.5%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가정 미취학 아동에 비해 성장 및 영양 상

태가 좋지 못한 한 것은 북한 이탈 가정의 구성원의 생활환경이 여전

히 남한 정착 이후에도 불안정함을 시사된다. 

WHZ >2.0은 남한 가정의 미취학 아동에서 2.7%이었으며 북한 이

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10.7%로 유의하게 많았다.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 비해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WHZ >2.0 비

율이 많은 결과로 이는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주하는 경

우 고지방, 고열량 식품이 일상 식생활에 유입되면서 비만해지는 경향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17]. 또한, 생애 초기 식품섭취가 부족한 경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대사의 변화가 있다는 연구 보고

[18]를 고려하면 북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의 경우 생애 초기 식품섭

취가 부족하여 성장 과정에서 섭취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체내에 보존하는 확률, 즉 신장에 비해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아진 것

으로 사료된다.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영양장애를 비교했을 때 WHZ >2.0의 경우 남

한 고소득가구 미취학 아동에서 0.7%, 남한 저소득가구 미취학 아동

에서 5.8%, 북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에서 10.7%로 나타났으며 북한 

6.8%이었다. 만성영양장애 비율은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0.9%,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5.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8). 저체중, 급성영양장애 비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전체 미취학 아동 중 WHZ >2.0 5.4%로 나타났다. WHZ >2.0

은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10.7%,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

동에서 2.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04) (Table 3). 

월 가구 소득과 영양 장애 및 WHZ >2.0 비율 비교

만성영양장애는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5.4%, 남한 고

소득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0.0%, 남한 저소득가구 미취학 아동에

서 2.3%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22), 저체중, 급성영양장애 비율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WHZ >2.0은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

학 아동에서 10.7%, 남한 고소득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0.7%, 남한 

저소득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5.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able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이탈 가정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월령 82개월 이하

의 미취학 아동 112명과 남한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미취학 아동 224

명의 성장 및 영양 상태를 비교하였다.

남한 가정 내 미취학 아동 중 만성영양장애는 0.9%이었으나,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만성영양장애는 5.4%로 북한 이탈 가

정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많았다. 만성영양장애가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남한 미취학 아동에 비해 4.5% 많은 결과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태어나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한 아동 및 

청소년은 열악한 식사구성과 영양불량에 의해 대부분 영양장애를 경

험한다[15]. 또한 2005년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북한 이탈 학령기 아동

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30.2%가 만성영양장애였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키 몸무

Table 3. Comparison of the prevalence of stunting, underweight, wasting 
and WAZ, WHZ >2.0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children

Variables Total South Korea North Korea p

Stunting 8 (2.4) 2 (0.9) 6 (5.4) 0.018
Underweight 13 (3.9) 8 (3.6) 5 (4.5) 0.766
Wasting 23 (6.8) 15 (6.7) 8 (7.1) 0.521
WHZ>2.0 18 (5.4) 6 (2.7) 12 (10.7) 0.00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WHZ, weight for height z-score.
Stunting is defined as height for age z-score <-2.0.
Underweight is defined as weight for age z-score <-2.0.
Wasting is defined as weight for height z-score <-2.0.

Table 4. Comparison of the prevalence of stunting, underweight and wast-
ing according to monthly household income

Variables
South Korea 

Monthly household income North 
Korea

p
High Low

Stunting 0 (0.0) 2 (2.3) 6 (5.4) 0.022
Underweight 4 (2.9) 4 (4.7) 5 (4.5) 0.742
Wasting 9 (6.5) 6 (7.0) 8 (7.1) 0.980
WHZ>2.0 1 (0.7) 5 (5.8) 12 (10.7)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WHZ, weight for height z-score.
Stunting is defined as height for age z-score <-2.0.
Underweight is defined as weight for age z-score <-2.0.
Wasting is defined as weight for height z-sco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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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남한 저소득가구 

미취학 아동에 비해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에서 과체중 비율

이 더 많이 나타난 결과로 북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이 남한 저소득

가구의 미취학 아동보다도 영양이 불균형함을 시사한다. 비슷한 결과

로 남-북한 가정 청소년의 비만 및 식습관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주3

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남한 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

년에서 1.96배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19].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이탈 가정의 낮은 경제 수준이 결식률을 

높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높였을 가

능성이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빈번한 패스트푸드 섭취는 비만을 발

생시킬 수 있다[20]. 2000년 초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표

된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 유병률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21-23],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비만 발생 위험이 증

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이주

민은 한국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25],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하며 교육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 

가능성이 주류 집단보다 높아 더더욱 건강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

다[22]. 또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성장 및 발

달의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불균형한 영양 섭취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

에 의해 일반 아동에 비해 적절한 지원 및 정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26].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강상태와 학력 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사료된다

[27]. 따라서 북한 이탈 가정 내 아동들의 영양부족뿐만 아니라 과체중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영양장애 아동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

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한 북한 이탈 가정 내 미

취학 아동들을 무작위 추출하지 못하고 임의표본추출하여 수행되었

기에 전체 북한 이탈 가정 내 미취학 아동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동의 성장 및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경제상

태나 부모의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비교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북

한 이탈 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남한 가정의 미취학 아동의 영양 및 성

장상태를 비교함에 있어 동등성 있게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해 신

체계측 결과로 영양장애를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입

국하여 정착 후 성장하고 있는 북한 이탈 가정 미취학 아동과 남한 가

정의 미취학 아동을 비교하여 성장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북한 이탈 가정 아동들

의 성장을 평가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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