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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Growth and Nutritional Status
Between Displaced North Korean Children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Children
Park, Kyung- Ae
Advisor: Prof. Choi, Seong-Woo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Background:

As the number of displaced North Koreans entering Sou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aptation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no trace of the nutritional status or growth of children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ged 11 to 13 from displaced North Korean (NK) families
to compare their growth and nutritional status with those from South
Korean (SK) families.

Method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a total of 395 children, aged
11-13 years old from both NK and SK. Survey papers, interviews and
physical measurements were collected on 101 NK children through local
Hana-Center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omparative group
which were surveyed are 294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SK in
Gwangju and Ulsan. The questionnaire included a Nutrition Quotient (NQ)
to evaluate children's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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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body mass index between NK

children and SK children but the height of SK children was larger than
that of NK children (146.9± 9.3 vs. 140.8±0.1, p<0.001), and the weight of
SK children was also heavier (42.0±9.5 vs 38.1±9.4, p<0.001). The nutrition
index score was higher for SK children than NK children (63.1±12.1 vs
59.2±14.5, p=0.009). Additionally, the balance factor, variety factor, and the
practice factor were lower for the NK children, while the diversity factor
had little difference, but the regularity factor was higher for the NK
childre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continuous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re needed to narrow the gap between children from
displaced NK families and SK families.

Keyword: Displaced North Korean; South Korea; Growth; Nutrition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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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은 1990년대부터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어왔고 이러한 지속적인 식
량부족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아동의 영양 상태에 특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5; Shim
2011;Lee2012).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등 국제기구와 진행한 조사 자료에서 키 성장지연,
근 소모로 여전히 높은 영양불량, 특히 높은 만성영양불량 상황(1988년 키 성
장지연 62%, 근 소모 17%, 2009년 키 성장지연 32%, 근 소모 5%)을 보였다.
2012년 국제기구 식량 지원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북한당국과 유니
세프, 세계식량계획,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공동으로 전국 규모의
영양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만성영양장애 35.1%,
급성영양장애 4.6%, 저체중 15.2%의 결과를 보였고(UNICEF 2013) UNICEF
의 2017년 조사에서도 만성영양장애 23.9%, 급성영양장애 11.1%, 저체중 3%
으로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33,247명
이며, 이들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5,009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통일부
2019).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엄마가

탈북 하여 중국에서 결혼하여 아

이를 낳은 후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결혼하여 출생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 임신 및 출산 때 산모의 영양부족의 위험이 예상되
며, 태아도 출생 후 지속적으로 영양부족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태아기 및 생애초기 영양불량은 영유아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성

왜

래

열량과 영양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당뇨, 비만 등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Barker 2001; Gluckman & Hanson 2006). 또한 아동들이 성장할 때
까지 필요한 개인과 사회의 비용은 초기 영양 발달 및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
이 문제가 없는 아동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Scott. S .et al
2001). 이는 향후 남북이 통일 되었을 때 한국 보건 의료시스템에 많은 부담
장발달 지연과 신체 소를 초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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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을

줄 수 있다. 또한

강

습

강

이 시기의 영양과 건 한 식 관은 성인기 건 과 연

물론 범사회적 건강과 아동 부모들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성장 및 영양상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ing & Ryu 2017).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남한 입국 직후 탈북 어린이들의
발달 및 영양 상태에 대한 연구가 몇몇 있었지만 추후 북한 이탈주민의 어린
이들의 영양 상태나 성장에 관한 지속적 조사가 필요함이 예상됨에도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해서만 주로 중점을 두었다
(Kim 2012; Seo 2002).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도 신체
적 건강보다는 대부분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Eom 2004; Kim 2010). 이들 선행논문의 연구결과는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2018). 북한에서 고착된 정체성과 남한 사회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어려움, 심각한 가족적 상실에 대한 경험 등으로 남한 정착기간이 길
어질 수 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증가 하는 것으로 조
사 되었다(Eom, Lee 2004). 성장 및 영양 상태에 관련된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연변지역 탈북아동과 남한 어린이의비교에서도 연변지역 탈북어린이의
성장 발육 상태는 한국표준치의 70-90% 수준이었으며(Chang, Kang 2000),북
한이탈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가 한국 어린이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었다(Lee,
Nam 2012)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입국 후 1회성이 아니라 남한 정착 후 10
여년이 훨씬 지난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남한 어린이와 비
교하여 잘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어린이의 경우 만 6∼12세까지는 정신적 발달과 함께 사회성 발달이 시
작되며, 지속적인 체위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제2의 성장발달과 성적 성숙을
준비하는 시기이다(Ling & Ruy 2017). 더불어 성장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영양결핍을 경험한 어린이는 신장과 체중이 줄어들고 골 피질도 감소하여
결국 이상적인 성인 체격에 도상하기 어렵게 된다(Park, 2003). 따라서 본 연
결되고 아동 자신은

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성장과 영양 상
태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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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강

연구는 북한 이탈 가정 아동 건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북한 이탈

강 조사는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를 북한 이탈 가정으로 정의하고 지역하나
센터, 대안학교, NGO등을 통해 북한 이탈 가정 아동들을 직접 면접 조사하
여 발달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이탈 가정 아동 건강조
사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어린이 총 101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 이탈 어린이와 비교를 위해 남한 어린이 군은 광주광역시 1개 및 울산
광역시 2개 등 총3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는
2019년 3월에 신체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건강영양조사 설문지는 2019
년 9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의 허락을 받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연구자가 취지를 설명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담임
선생님의 입회하에 학생들이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회수된 총 312명
의 설문지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는 제외한 후 294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
C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
가정 아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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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A.일반적 사항
별
조사하였고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체중(kg) ÷ {신장(m)} )를 계산하였다.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으로 어린이의 성 , 학년, 생년월일을
2

대한 자료는 출생국가, 입국년도, 생부와 생모의 출생지를 추가하였다.

B.성장상태
회 질병관리본부가 공동개발
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KCDC, 2017)를 이용하였다. 성장도표
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신체계측치의 분포를 보여주는 백
분위 곡선으로 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경우 3세 미만(0-35개
월)은 최적의 성장환경에서 성장한 건강한 모유수유아만을 포함하여 산출하
여 현재 개발된 성장도표 중 가장 표준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는 WHO
Growth Standards를 적용하였고, 이후 연령은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재 산출하였다, 연령에 따른 키(height for age)
가 –2SD 미만인 경우를 만성영양장애로, 연령에 따른 몸무게(Weight for
age)가 –2SD미만인경우를 저체중, 키에 따른 몸무게(Weight for height)가
–2SD 미만인 경우를 급성영양장애로 구분하였다.
어린이 성장 상태는 2017년 대한소아과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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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영양상태
어린이의

회 암웨이에서 개발한 영양

영양 상태는 2012년 한국영양학 와

Y et al, 2012) (Table 1)를 이용하였다.
계산방법은 영양지수모형에 제시된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NQ모형에서 제시
한 가중치를 대입하면, NQ점수와 요인점수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NQ는 균
형요인(5문항), 다양요인(3문항), 절제요인(5문항), 규칙요인(3문항), 실천요인
(4문항)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별 각각 4-5 개의 선지가 있
고 식행동 체크리스트의 Likert scale 점수를 0-100점으로 전환시, 1-5점
scale은 각각 0, 25, 50, 75,100점으로 전환하고, 1-4점 scale은 각각 0, 100/3,
200/3, 100점으로 환산한다(Kim,H.Y. Kwon, S. et .al) NQ 점수는 전국 어린
이 조사 결과로부터 나온 NQ 등급표를 이용하면 개별 어린이가 속한 NQ점
수의 위치를 등급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요인 점수는 요인별 기준점수를
활용하면 각 요인별로 관련된 영양소의 섭취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영양지
수의 등급은 20개 문항의 점수에 개별영양지수경로계수 가중치를 곱한 후 합
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것으로 점수에 따라 최우수(100-80.9점), 우수
(73.8-80.8점), 보통(56.5-73.7점), 약간불량(47.6-56.4점) 및 불량(0-47.5점)으로
판정하였다.
지수(Nutrition Quotient, NQ; Ki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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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Q checklist items

Factor

Rounded
weight
0.30

Item weight
within NQ1)
0.0750

Fruit

0.25

0.0625

White milk

0.15

0.0375

Egg

0.15

0.0375

Cooked rice with whole grain

0.15

0.0375

Sum of the balance factor
Diverse side dishes

1.00
0.40

0.2500
0.0800

0.30

0.0600

Kimchi
Sum of the diversity factor
Fast food

0.30
1.00
0.25

0.0600
0.2000
0.0250

Ramyeon

0.20

0.0200

Late-night snack

0.20

0.0200

Street food

0.20

0.0200

Sweet food

0.15

0.0150

Sum of the moderation factor

1.00

0.1000

Meal Regularity

0.45

0.0900

Eating breakfast

0.30

0.0600

T

0.25

0.0500

Sum of the regularity factor

1.00

0.2000

Checking nutrition labeling

0.33

0.0833

Chewing well

0.33

0.0833

Washing hands before meal

0.33

0.0833

Sum of the practice factor

1.00

0.2500

Check list items
Legume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Regularity

Practice

Vegetables

V watching&computer game

Total

1.0000

1) Item weight within NQ = rounded factor weight within NQ
item weight within a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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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ed

3.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버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IBM SPSS 프로그램 23.0 전(SPSS Inc. IBM

Y
군
술
빈도분
석에 의해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퍼센트)로 제시하였으며, 북한이탈 가정
의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평균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분포차이는 카이제
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NQ값의 비교는 성별, 연령으로 보정 후 공분산분석
(ANCOVA)을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양
측검정으로 실시되었다
corp, N ,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 의 일반적 특성은 기 통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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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북한이탈가정의 어린이 101명과 남한 어린이 294명 등 395명이 제출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395명 중 208명(52.7%)이 남자였고 평
균 연령은 128개월이었다. 체질량지수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키는 남
한 어린이가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 비해 컸고(146.9±9.3cm vs
140.8±10.1cm, p<0.001), 체중도 남한 어린이가 더 무거웠다.(42.0±9.5kg vs
38.1±9.4kg, p<0.001). (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umber

Total

NK children

SK children

395 (100.0)3

101 (25.6)

294 (74.4)

Sex

P-value
0.357

Male

208(52.7)

49(48.5)

159(54.1)

Female

187(47.3)

52(51.5)

135(45.9)

Age (months)

128.4±10.2

128.3±13.0

128.4±9.1

0.959

Height (cm)

145.3±9.8

140.8±10.1

146.9±9.3

<0.001

Weight (kg)

41.0±9.6

38.1±9.4

42.0±9.5

<0.001

/

BMI (kg m2)
19.2±3.4
19.0±3.5
19.3±3.3
0.422
NK: North Korean . SK: South Korean . BMI: Body mass index.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mean ± sd

- 8 -

2. 북한 이탈가정 구성원들의 출생국가 및 입국연도
탈북이탈가정 어린이는 대부분이 중국(50.5%)

또는

북한(12.1%)에서 태어

머

났고 36.3% 만이 남한에서 출생하였다. 탈북이탈가정의 어 니의 경우 94.5%

버

가 북한에서 4.4%는 남한에서 1.1%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아 지의 경우는

타 1.1%로 조사되어 어머니에

중국이53.3%, 남한이 23.3%, 북한이 22.2%, 기

해 아버지가 남한 출신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남한으로의 입국

비

연도는 2014년 이전이 57.8% 2015-2016년이 26.7%였고 2017년 이후가 15.6%
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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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orth Korean family
NK Children
(n=101)
Country of birth
South Korea

33(36.3)

North Korea

11(12.1)

China

46(50.5)

Others
Year of entry into South Korea

1(1.1)

≤ 2014

26(57.8)

2015-2016

12(26.7)

≥ 2017
Nationality of birth mother

7(15.6)

South Korea

4(4.4)

North Korea

86(94.5)

China
Nationality of birth father

1(1.1)

South Korea

21(23.3)

North Korea

20(22.2)

China

48(53.3)

Others

1(1.1)

NK: North Korean
All

Values are presented 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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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 지수(Nutrition Quotient) 분포
누

판정했을 때, 남한 어린이들은
“최우수”6.5% 및 “우수”13.9% 등급의 식행동이 좋은 어린이들이 20.4%, 보통
의 식행동 어린이가 52.7%, 식행동이 좋지 않은 “약간 불량”18% 와 “불량
8.8%”이였다. 반면 북한이탈가정의 아이들은 “최우수”6.9% 와 “우수”4.%, 보
통은 48.5% “약간 불량 23.8% ”와 “불량”16.8% 로 남한 어린이의 분산 분
포와 큰 차이를 보였다(p=0.014). 즉, 점수가 낮은 “약간 불량” 또는 “불량”
등급은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서 더 많았고 남한 어린이 군에서는 “우수”
등급이 더 많았다(Table 4).
영양지수를 5등급으로 나 어 식행동을

Table 4. The distribution of nutrition quotient (NQ)

(전체)

NK children

SK children

(n=101)

(n=294)

NQ score

0.014

Highest

7 ( 6.9)

19 ( 6.5)

High

4 ( 4.0)

41 (13.9)

Medium

49(48.5)

155(52.7)

Low

24(23.8)

53 (18.0)

Lowest

17(16.8)

26 ( 8.8)

NK: North Korean . SK: South Korean
All

P-value

Values are presented as n(%)

- 11 -

4. 북한이탈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영양지수 비교
별

령
〔59.2 (1.3)〕남한
어린이들이〔63.1(0.7)〕보다 낮았다.(p=0.009) 영양지수 세부 영역 중 균형
(p〈0.001), 다양(p=0.033), 실천(p=0.002), 영역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이 남한
어린이보다 낮았으나 규칙 영역에서는 더 높았다(p=0.002). 절제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정 전 영양지수 점수도 남한 어린이군(63.1±12.1)이 북
한 이탈가정 어린이군(59.2±14.5) 보다 더 높았고(p=0.008), 영양지수 영역 중
균형요인(p<0.001), 다양요인((p=0.030), 실천요인(p<0.001)은 북한 이탈가정
어린이에서 점수가 낮았으나 절제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p=0.955), 규칙
요인은 남한 어린이에 비해 북한이탈가정 어린이 점수가 더 높았다(p=0.002).
영양지수는 성 과 연 을 보정한 이후 북한 어린이들이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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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nutrition quotient (NQ) between North Korean
children and South Korean children.

Model 1*
NK

SK

children

children

Total

59.2±14.53

63.1±12.1

Balance

49.0±19.6

Diversity

Model 2**
NK

SK

children

children

0.008

59.2 (1.3)

63.1 (0.7)

0.009

59.2±17.6

<0.001

49.0 (1.8)

59.2 (1.1)

<0.001

66.2±26.2

72.1±22.2

0.030

66.3 (2.3)

72.1 (1.4)

0.033

Moderation

67.5±17.1

67.4±17.2

0.955

67.5 (1.7)

67.4 (1.0)

0.977

Regularity

66.8±23.1

58.8±22.0

0.002

67.0 (2.2)

58.8 (1.3)

0.002

Practice

54.5±23.5

61.7±19.0

<0.001

54.3 (2.0)

61.7 (1.2)

0.002

P-value

*non-adjusted, **Adjusted by sex and age
NK: North Korean . SK: South Korean.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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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5. 성장 상태 비교
령 따른 키의 Z-score는 때 북한이탈가정 어린이군(-0.42±1.30)이 남한
어린이군(0.54±1.16)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p<0.001). 나이에 따른 몸무게의
Z-score 또한 북한이탈가정 어린이(-0.18±1.26)군이 남한 어린이군(0.35±1.09)
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0.001) 키에 따른 몸무게는 차이가 없었다(Table
연 에

6).

Table 6. Comparison of growth status between North Korean children and
South Korean children
NK children
3

SK children

P-value

0.54±1.16

<0.001

Height for age (z-score)

-0.42±1.30

Weight for age (z-score)

-0.18±1.26

0.35±1.09

<0.001

Weight for height (z-score)

0.27±1.44

0.11±1.30

0.304

NK: North Korean.

SK: South Korea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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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양장애 비교

해 키가 작은 만성영양장애 (length/height-for-age <-2Z)
비율은 북한이탈가정 어린이들에서는 6.9%로 남한 어린이들 1.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나이에 비해 체중이 낮은 저체중(weight-for-age
<-2Z) 비율도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들에서는 10.9% 이나 남한 어린이들
에서는 1.0%로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키에 비해 체중이 낮은(Weight for height (z-score) <-2.0)급성영양장애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Table 7).
나이에 비

Table 7. Comparison of lower growth status between North Korean
children and South Korean children
1

NK children

2

SK children

P-value

Height for age (z-score) <-2.0

7 (6.9)3

4 (1.4)

<0.001

Weight for age (z-score) <-2.0

11 (10.9)

3 (1.0)

<0.001

2 (2.0)

8 (2.7)

0.502

Weight for height (z-score) <-2.0
NK: North Korean . SK: South Korean
All

Values are presented as n(%)

- 15 -

Ⅳ.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이탈가정의 초등학생 중 4-6학년(10세-13세) 어린이를 대
상으로 신체계측을 통한 성장 상태 및 NQ지수를 이용한 영양 상태를 조사하
여 같은 나이의 남한 가정의 초등학생과 비교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양군 간
에 차이가 없었으나, 북한 이탈가정의 초등학생에서 유의하게 키가 작고, 체
중이 적었다. 영양지수도 북한이탈가정 어린이가 더 낮았고, 또한 급성영양장
애 및 만성영양장애 어린이도 북한이탈가정에서 더 유의하게 많았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한국 거주 북한 어린이 영양지수에 관한 이전의 연
구결과(Lee, Nam 2012; Ling , Ryu 2017; Kim 2018)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영유아기 급성 영양장애는 영유아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시기

왜

래
올바른 식생
활 태도는 성인까지 연결되며 사회성 발달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체위향상과
도 관련이 깊으며 미래 우리사회의 안녕 및 건강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국내
의 영양부족은 성장발달 지연과 신체 소를 초 한다. 아동기의

에 입국 당시 북한 이탈가정의 영 유아 및 아동의 영양부족과 성장발달지연,

왜소 비율이 남한 아이들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연구는 있으나 국내 입
국한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한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성장상태 및 영양섭취 실
태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2000년 연변지역 탈북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를 비교한 연구(Chang N et
al. 2000)에서 11-13세 어린이의 평균키가 20-23cm 격차를 보였던 것에 비하
면 본 연구 결과 평균 6.1cm로 격차가 줄어들었고, 몸무게 또한 평균
10-12kg의 격차에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4kg의 격차를 보여 2000년 연구결
과에 비해 격차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대상자의 연령비율 등이 달라 직접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이탈
가정의 남한 출생 아이들이 36.3% 나 되고, 남한에 입국한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남한 어린이와의 키와 몸무게 격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추후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 대한 집중적인 건강정책이 필
요하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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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은 본 연구에서는 남한 어린이경우 63.1±12.1, 북한 어린이 59.2±
로 역시 남한 어린이가 높았다. 남한과 중국 어린이 영양지수를 비교하거나
(Ling H, Ryu H. 2017); 남한 어린이 NQ총점은66.99점 중국 어린이 NQ총점
은 66.57점의 결과를 보임. 남한 어린이 단독으로 영양지수를 조사하는 선행
연구는 있었지만(Boo, Cho, Park 2015; Kim, Lee2015), 북한 이탈가정 어린이
와 남한 어린이의 영양지수 비교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천의 다섯 가지 영역 중 경주 지역아동센터 어
NQ

린이의 영양조사(Kim, Lee 2015) 결과와 제주시 소재의 초등학교 연구( Boo,

두 연구 모두 절제요인 점수(경주: 73.09 ± 21.73 제
주: 71.3 ±0.83),가 가장 높고 균형요인 점수(경주:53.69 ± 23.86, 제주:56.60 ±
0.90)가 가장 낮았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72.1 ± 22.2)이 가장 높
고 절제(67.4±17.2)가 그 다음 높은 점수였던 것과 가장 낮은 점수는 규칙
(58.8 ± 22.0)이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양성이 높은 이유
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과 건강을 위해 야채 섭취와 반찬 골고루 먹기 등 학
교 급식을 통한 식단조절 및 보건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부모님의 노력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북한 이탈 가정의 어린이 조사결과
절제영역(67.5 ± 17.1)과 규칙영역(66.8 ± 23.1)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균형
영역(49.0 ± 19.6)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 소재 초
등학교와 중국 하남시 소재 초등학교 연구(Ling & Ryu 2017)의 중국 초등학
생들도 절제영역(82.79 ± 13.68), 규칙영역(81.47 ± 13.44) 두 분야가 가장 높
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규칙요인이 높은 것은 규칙요인 항목인 규칙적인 아침식사 여부, 일정한 시
간의 규칙적인 식사 여부,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시간인 것으로 볼 때 아직
까지 북한에서의 식습관이나 생활행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상대적으로 한국아이들이 맞벌이부부 증가, 학원이나 과제 양과 연관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컴퓨터 사용량
이 증가 등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 탈북 가정의 어린이가 균형(잡곡, 과일 ,흰 우
유, 콩 제품, 달걀)영역에서 남한 어린이에 비해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
사 되었으나 서울, 인천 지역의 선행연구( Lee, Nam. 2012)에서는 반대되는
Cho, Park 2015)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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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영역 점수에서 남
영양불량을 만회하기 위한 부모와

결과를 보였다. 선행 논문에서는 북한 탈북 어린이가
한 어린이 보다 높은 이유를 북한에서의
어린이의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반대

되는

결과를 보인 이유는 남한출생 어린이가 36.3% 포함되어 있어 북한에서의 영

핍 경험이 없었거나 북한에서 출생 후 입국한 어린이들도 입국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의 영양불량에 대한 기억이나 경각심이 감소 됐을
가능성과 새로운 환경에서 선호음식에 대한 갑작스런 변화 가능성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나이에 비해 체중이 낮은 저체중(weight-for-age <-2Z)인 어린이도 본
양결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어린이는 10.9%, 남한 어린이에서는 1.0%로 북한이

게 더 많았다. 또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만성영
양장애(length/height-for-age <-2Z)도 북한이탈가정 어린이에서 6.9%로 남
한 어린이 1.4%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본 연구 서론에서 언급한 많
탈가정 어린이에서 유의하

은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지는 북한 어린이들의 급, 만성 영양장애의 높은 비

율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큰 맥락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한 거주 북한
이탈 가정 어린이에서 점차 급, 만성 영양장애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개
선이 더딘 이유 중 부모의 식습관과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등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아이들의 키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부와 생모의
키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태 및 식습관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부모님들의 사회 경제적 상태, 식습관 등에 대한 조
사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거주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NQ지수 비교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 대하여 입국시

점이나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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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가정의 초등학생 중 11세-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
체계측을 통한 성장 및 NQ지수를 이용한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같은 나이의
남한 가정의 초등학생과 비교 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
으나 키는 남한 어린이가 북한이탈 가정 어린이에 비해 컸고(146.9±9.3 vs
140.8±10.1, p<0.001), 체중도 남한 어린이가 더 무거웠다(42.0±9.5 vs
38.1±9.4, p<0.001). 영양지수 점수는 남한 초등학생 군(63.1±12.1)이 북한이탈
가정 초등학생 군(59.2±14.5) 보다 더 높았고(p=0.009), 영양지수를 5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점수가 낮은 “약간 불량” 또는 “불량” 등급은 북한이탈 가정 어
린이에서 더 많았고 남한 어린이 군에서는 “우수” 등급이 더 많았다. 영양지
수 영역 중 균형요인, 다양요인, 실천요인은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 점수가
낮았으나 다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규칙요인은 남한 초등학생에 비해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 점수가 더 높았다.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은 남한가
정 초등학생에 비해 키와 체중이 모두 유의하게 작거나 적었다. 나이에 비해
체중이 낮은 급성영양장애(weight-for-age <-2Z)인 초등학생도 북한이탈가
정 어린이는 10.9%이나 남한 가정 초등학생에서는 1.0%로 북한이탈가정 초

게 더 많았다. 또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만성영양장애
(length/height-for-age <-2Z)도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에서 6.9%로 남한 가
정 초등학생 1.4%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왜소한 신체
조건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의 소통을 비롯한 남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가정의 어린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지가 요구되며, 향후 북한
이탈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불 건강으로 인해 미래 우리사회에 미칠 사
회경제적 측면과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수립에 자료를 제공하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복 조사를 통해 식생활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북한이탈가정의 어린이와 남한가정의 어린이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등학생에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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