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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18.6.12)과 추가적인 남북정상회담(’18.5.26)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급격
하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였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추
가적인 군사 분야 합의를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9.18 평양 남북공동선
언을 통해 2007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경 남북보건의료 분과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보다 구체적
인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간 일정 조율 중 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또는 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것이라
는 예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사선의학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최첨단 
기술로,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 뿐 아니라 원자력·방사선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 및 교류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브리프에서는 북한의 방사선의학 인프라 현황에 대해 
진단하여 북한과의 보건의료·과학기술 교류와 통일대비 남북 건강수준 격차 감소 방안 등을 모색
하고자 한다.

본  론

1. 북한의 보건 현황

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수는 2017년 기준 약 2,549만 명이다.1) WHO에서 발
표한 북한의 2016년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68세, 여자 76세로2) 같은 시기 한국의 기대수명에 
비해 10년 정도 짧게 나타나며(한국 기대수명 남자: 79.3세, 여자: 85.4세)3) 2018년 세계보건기

1)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country/korea-dem-peoples-rep)
2)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countries/p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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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WHO)가 발간한 「2018 세계보건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5세 이하 사망률은 20명으로 한국의 
3명보다 약 7배 높다.4) 

<그림 1-1> 남북한 남녀 기대수명5)   

뇌·심혈관계질환, 만성폐질환, 암과 같은 비전염성질환이 북한인구 사망률의 약 84%를 차지하
고 있으며,6)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은 인구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345명으로 한국 168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암 사망률은 낮은 
암 검진 비율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95명으로 한국(161명)의 60% 수준이다.7)

<그림 1-2> 2016년 북한의 사망률8)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4)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6)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countries/prk/en/)
7) 남북한 건강수준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8)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countries/p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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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6년 2월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인민들
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도입하였다.9) 이후 북한은 무상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보건의료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
자하여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료, 고려의학 등을 골자로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
의료시스템을 확립하였다.10)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는 점차 쇠퇴하였으며, 
1990년대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보건의료 하부시스템의 붕괴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
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북한의 의료기관은 2008년 기준으로 총 8,936개가 있으며 총 병상은 307,293개로 인구 1만 
명당 128개 수준이다.11) 의사 및 약사는 2001년 기준 72,3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간호사·조산
사 등과 같은 준의료활동 종사자는 106,121명으로 나타났다.12) 

<표 1-1> 2008년 북한 의료기관 현황13)

구  분 의료 기관 시설 수
(개)

3·4차 중앙/도급 병원/연구소 133
2차 시/군 인민병원(산업병원 포함) 601
1차 리 인민병원 974
1차 종합 진료소/진료소 6,263

요양소 요양소 682
예방원 예방원 55

위생방역기관 위생방역기관 228
합  계 8,936

2. 북한의 암 현황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신규 암 환자 수는 
55,472명이며 폐암환자가 12,778명(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호발암
의 경우, 남자가 폐암(6,852명, 26.3%), 간암(3,831명, 14.7%), 위암(3,297명, 12.6%), 대장·직장
암(3,266명, 12.5%), 식도암 (1,181명, 4.5%)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폐암(5,926명, 20.2%), 유방
암(5,779명, 19.7%), 대장·직장암(3,300명, 11.2%), 자궁경부암(1,922명, 6.5%), 간암(1,887명, 
6.4%) 순서로 나타났다. 

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10) 이미진,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대한의사협회지, 2013;56(5)358-367
1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1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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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의 암 발생률14)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997명이었으며 폐암환자가 11,655명(32.4%)으로 암 으로 인한 사
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다. 성별 암 종 기준의 경우 남자가 폐암 6,113명(32.8%), 간암 3,498명
(18.8%), 위암 2,255명(12.1%), 대장·직장암 1,415명(7.6%), 식도암 961명(5.2%) 순이었고 여자
의 경우 폐암 5,542명(31.9%), 간암 1,748명(10.1%), 대장·직장암 1,697명(9.8%), 위암 1,405명
(8.1%), 유방암 1,307명(7.5%)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2> 북한의 암 사망률15)

3. 북한의 방사선의학 인프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치료 데이터베이스(DIRAC)16)에 의하면 북한에 방사선치료기기
가 설치된 병원은 3곳(적십자병원, 평양 제1 인민병원, 고려의과학 대학)이며, 3대의 Co-60 조사
장치와 1대의 의료용 선형가속기(betatron)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전류계 1대

14) Globocan 2018
15) Globocan 2018
16) IAEA DIRAC (www-naweb.iaea.org/nahu/d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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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 Samiel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북한에 추가
적으로 필요한 방사선치료 인프라와 인력은 방사선치료기가 84대,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157명, 
의학물리학자 87명, 그리고 방사선사 263명이라고 발표하였다.17) (2018년 한국의 방사선치료 인
프라는 의료용 선형가속기 167대, 감마나이프 21대, 사이버나이프 11대, 양성자치료기 2대, 후장
전치료기 38대)18) 북한의 방사선치료기기 당 암환자 수는 13,868명으로 한국에 비해 약 15배 정
도 많은 상황으로 한국과 북한의 방사선치료 인프라 격차는 지속적으로 차이 날 전망이다. (한국
의 2015년 전체 신규 암 환자 수는 214,701명19)으로, 전체방사선 치료기기(2015년 기준 238대)20) 
당 신규 암환자 수는 약 900명가량)

<표 3-1> 북한의 방사선치료 수행 기관 및 설치장비21)          

구  분
(기관 위치) 외부방사선치료기 근접방사선치료기 선량측정장비

고려의학과학원
(평양)

2대
(X선 25MV, Co-60) - -

평양제1인민병원
(평양) 1대 (Co-60) - -

적십자종합병원
(평양) 1대 (Co-60) - -

핵의학 분야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의학 데이터베이스(NUMDAB)에 따르면 북한에 핵의
학 검사 및 진료와 관련된 인프라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018년 기준 한국에 
양성자단층촬영장비(PET) 197대, 감마카메라 307대23)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의 핵의학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4. 북한의 원자력·핵시설 현황  

북한의 핵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에 집중되어 있다. 원자로와 플루토늄 생산로 외에 핵연료 재처
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핵연료가공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도 풍계리에 
핵 실험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8년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이행을 위해 2018년 5월 24일 
핵 실험장을 폭파해 폐쇄하였다.  

60년대 초 핵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북한은 총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1차 실험은 
2006년 10월 9일 1kT급 플루토늄 핵실험 이었고, 2차 실험은 2009년 5월 25일 2-6kT급 플루

17) Datta. N, Samiei. M, Bodis. S, Radiation therapy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present status and projections for 2020, 2014, Int J Radiation Oncol Biol 
Phys, 89(3);448-457

1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19)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15년 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2017)
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1) IAEA DIRAC (www-naweb.iaea.org/nahu/dirac)
22) IAEA NUMDAB (nucmedicine.iaea.org)
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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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늄 핵실험 이었으며, 3차 실험으로는 2013년 2월 12일 6-7kT급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2016
년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시행하였다.

<표 4-1> 북한의 핵시설 구축 현황24) (2011년 2월 기준)

시 설 명
(소재) 시설특성 적용된 

비핵화조치 비  고

IRT-2000 연구로
(평북 영변)

- 1965년 가동
- 1978년부터 IAEA의 부분안전조치적용
- 열출력 : 8 MWt
※ 출력증강: 2(‘65년)→4(’74년)→8(‘87년)
※ 러시아로부터 핵연료를 제공받음

운영중

5 MWe 흑연로
(평북 영변)

- 1986년 가동
- 플루토늄 생산량 : 5∼7 kg-Pu/yr 생산
- 열출력 : 20∼25 MWt
- 핵연료(농축도/질량) : 천연우라늄/50 톤-U

동결 및
불능화 운영중(추정)

100 MWt
실험용경수로
(평북 영변)

- 2010년 착공(2012년 가동 목표)
- 플루토늄 생산용량 : 10∼15 kg-Pu/yr 추정
- 열출력 100 MWt
- 전기 출력 : 25∼30 MWe(추정)
- 핵연료(농축도/질량) : 3.5%/4 톤-U

건설중

핵연료재처리시설
(평북 영변)

- 1989년 부분적 가동
- 재처리능력 : 120∼150 톤-폐연료봉/yr
(400∼520 kg-폐연료봉/day)

동결 및
불능화 운영중

우라늄농축시설
(평북 영변)

- 2010년 가동
- 농축능력 8,000 kg-SWU/yr
- P-2형 추정 원심분리기 2,000개로 구성됨

운영중

핵연료가공시설
(평북 영변)

- 1987년 가동
- 마그녹스 핵연료 생산 규모 : 50 톤-U/yr
※ 초창기 설계 용량 : 100 톤-U/yr 였음
- 마그녹스 핵연료 재고량 : 15,000개

동결 및
불능화 복구여부 불명확

결  론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악화와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시설 가동 및 의
약품 생산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졌으며, 특히 첨단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방사선
의학 분야는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기반 인프라의 존재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
다. 보건의료 분야는 생산성 높은 경제인구 확보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
로 초래되는 보건복지 비용 부담은 향후 통일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통일 후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협력 체
계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분야의 장기적인 지원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24) 북핵 현안 분석,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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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휴 원자로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들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
소 생산 및 관리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원자로 폐쇄 및 핵물질 제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
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방사선의학 분야는 IT/BT/NT 등의 기술과 융합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뇌·심혈관질환,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남북한 방사선의학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강화를 추진할 수 
있기에, 남북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맞이하여 방사선의학연구소와 병원 기능을 겸한 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역할(국가적인 방사선의학기술 보급 및 연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추진하는 
많은 개도국 의료기술교육프로그램을 북한까지 확대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의 축척된 방사선의학기술을 통해 통일 대비 남북한 건강·기술 격차 해
소, 통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