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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렌쉬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horenstein APARC)] 는 현대 아시아에 대한 간학문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스탠포드대학내에 독특한 연구기관이다. 쇼렌쉬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의 임무는 간학문적으로 뛰어난 아시아 태평양에 촛점을 맞춘 연구와 출판을 하며, 학생, 

학자, 기업, 정부기관의 요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건설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사회의 변천, 개발, 미국과 아시아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협력과 같은 중요 과제에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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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650-723-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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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and other APARC  

working papers may be downloaded from the Shorenstein APARC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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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카타리나 젤위거씨는 현재 스탠포드 대학 국제 안보 협력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Stanford University)의 객원 연구원이다. 

2011 년 11 월부터 2013 년 8 월까지는 스탠포드 대학내에 있는 월터 H. 쇼렌쉬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의 
한국학 분야 팬텍크 연구원이었다. 저자는 아주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대학원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다. 그녀는 

미국과 해외의 청중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실태에 대한 주제로 발표도 하고, 

한반도의 인도주의와 안보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에 폭넓게 참여했다.  

젤위거씨는 홍콩, 중국, 북한에서 30 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노련한 국제 
구호지원 관리자이다. 그녀는 5 년간(2006-2011) 스위스 연방 외교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청(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의 북한 

사무소장으로서 평양에 상주했다. 젤위거씨가 중점적으로 한 일은 식량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농산물의 지속성 있는 생산,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원 개발, 그리고 개인과 기관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역량개발이었다.   

젤위거씨는 스위스 개발협력청에서 일하기 전인 1978 년부터 2006 년까지는 

홍콩 주재 카톨릭 단체인 카리타스  (the Catholic agency Caritas in Hong 
Kong)에서 고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과 북한에서 카리타스 주도의 사업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젤위거씨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남한의 한 재단으로부터 2005 년 

지학순 정의평화상을, 2006 년에는 북한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바티칸으로부터 성 대 

그레고리오 여사 훈장을 수상했다.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The Korea Society of New York)의 초청으로 

젤위거씨는 그동안 수집한 북한의 사회주의 포스터의 순회 전시회를 

개최시켰다(지금도 진행 중).  

젤위거씨는 미국 버몬트에 있는 블래틀보로 국제 훈련학교(the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in Brattleboro, Vermont)의 국제행정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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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감사할 곳은  장애자 지원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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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위한 조선장애자연맹의 헌신과 분투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또한 북경의 중국 장애인연합회(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 

(CDPF) 팀과,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의 많은 직원, 평양 주재 
여러 대사관들과  한국 카리타스(Caritas Korea in Seoul)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들은 건설적인 의견과 추가적인 지원, 소중한 안목을 본인에게 

제공해주었다. 이 논문을 출간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사람중에서 나는 

특별히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제공해 준 바바라 운터백(Barbara 

Unterbeck), 로버트 그룬드(Robert Grund), 지. 하몬드 목사(Rev. G. Hammond), 
캐런 이글스톤 (Karen Eggleston)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David Straub)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에게 팬텍크 휄로우쉽 (Pantech Fellowship)을 주어 이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우수한 자료와 자원을 접할 수 있게 해 준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에이치 
쇼렌스타인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에도 또한 큰 신세를 

졌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갖가지 지원센터의 헌신적인 북한 직원들은 물론, 
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났던 많은 북한의 장애인들께 특히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그들은  나와의 짧은 대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숙명, 희망, 그리고 꿈을 

정중히 나누어주었다. 나는 항상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기억할 것이며 그들의 

장래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 것이다.  

다시 한 번 모든 관계자 어려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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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장애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자 집단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1 

 

은둔, 빈곤, 위험 : 서방세계에서는 통상 이런 단어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DPRK, 보통 북한으로 알려진)을 설명하고 있으며, 북한은 사회의 변화가 
없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에 대한 증언은 북한이 단조로운 일상과 

전횡적인 정부의 처벌과 투옥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는 암울한 곳으로 그려지게 

한다. 전시용 수도인 평양에는 장애자들의 거주가 허용되지 않고, 그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생화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방국가와 남한의 언론은 자주 보고한다. 2 언론은 단순히 그 수도안에서 휠체어를 

탄 한 사람만 목격해도, 놀라운, 아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한다.  

잘못된 인지와 해석, 출입규제, 각본에 짜인 방문,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제한들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초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흔히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들은 북한 정권이 보여주기 원하는 것만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주민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외국 언론은 단지 자극적이거나 특이한 뉴스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이란 나라의 참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아무도 

북한의 전체적인 상황을 안다고 정직하게 주장할 수 없다.  

																																																								
1	“Disabled World – Disability News and Information,” accessed December 4, 2013, http://www.disabled-
world.com. 

2	Philip Iglauer, “N.K. Experiments on Disabled Children, Rights Group,” The Korea Herald, June 30, 
2013, accessed December 4, 2013, http://www.koreaherald. com/view.php?ud=20130630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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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 역시 복잡하다. 비록 이 국가가 예외적인 

빈곤상황과 상당한 국제적 고립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많은 

측면이 국제적 기준의  정상범위내에 존재하고 있다. 한 외국인이 현실적인 정보를 
얻고 그 나라와 국민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장기적인 관계와 인내를 갖고, 상호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문은 평양에서 거주한 

5 년(2006-2011)과 북한 장애인의 실제  상황을 살펴볼뿐만 아니라 개발상황을 

참관하러 간 2013 년 두 차례의 방문을 포함하여  저자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국제 

구호원으로서 보낸 지난 20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지난 20 년동안 북한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이중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록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요구와 권리의 대한 공공의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 장애자의 주류 사회로의 통합도 비록 점진적이긴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  

 

 

 

 

 

 

 

 

 

																																																								

3 저자는 1995 년 8 월 베이징에서 북한 공무원을 처음 만났다. 그후 1995 년 봄부터 2006 년 여름까지 

인도적 구호와 개발 보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고 51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저자가 평양에서 스위스 외무성 산하 개발협력청(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북한 대표부 책임자로 일한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의 5 년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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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세계적�이슈�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동안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노년이 되어가면서 한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와 관행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몇 십년간의 일이다. 2 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면서 전쟁 참전 

퇴역군인을 재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관과 서비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은 특히 그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찾는 데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을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향유하려는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낱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2006 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전문은 장애란 “손상을 가진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함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제 1 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을 저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4 이런 광의의 정의에 따라보면, 

장애의 정도는 경도(가벼움) 혹은 중등도(보통정도)로부터 중도(심함)와 

최중도(극심함)에까지 이르며, 또한 복합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장애는 가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ptional 
Protocol,” December 6, 2006, accessed December 16, 2013,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optpro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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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 2011 년 “세계장애보고서 (World Report on 

Disability)”에 따르면5 전세계에는 10 억 이상의 사람들이 한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일억 천만에서 일억 구천만명이 매우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것은 10%에 가까웠던 

1970 년대 WHO 추정치와  대조를 이룬다.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SCAP) 보고서 

“2010 년 장애 개요: 아시아 태평양의 36 개국과 지역의 프로파일” 중 몇몇 국가들의 
수치를 보면 이런 통계의  가변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아래 표 1 은 이 아시아 

국가들중 일부를 나타냄). 6 

장애인 세상(Disabled World)의 보고에 따르면, 약 4 억정도의 장애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장애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1996 년, 중국의 장애자연합회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5 WHO, “World Report on Disability,” accessed December 16, 2013, 
http://www.who.int/disabilities/world_report/2011/en/index.html. 

	
6	UN ESCAP, “Disability at a Glance 2010: A Profile of 36 Countries and Areas in Asia and the Pacific,” 
accessed January 10, 2014, http://www.unescap. org/publications/disability/disability-at-a-glance-2010.pdf. 

7 	Disabled World, “Disability and Health News from Asia,” accessed December 15, 2013, 
http://www.disabled-world.com/news/asia. 

환자들이 함흥 정형외과 병원 

병실에 입원해 있다.  

주석: 얼굴은 익명성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음.  

모든 사진에 대한 권리: 

카타리나 젤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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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C)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그 당시 12 억의 인구 가운데, 

6 천만명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체 인구 중 

약 5%에 해당한다. 8 

 

 

표 1.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2010) 

국가 비율 국가 비율 

호주 20.0 홍콩 4.0 

라오스 8.0 몽골 3.5 

스리랑카 7.0 싱가포르 3.0 

베트남 6.4 미얀마 2.8 

중국 6.3 인도 2.1 

방글라데시 5.6 태국 1.7 

일본 5.0 필리핀 1.2 

대한민국 4.6 인도네시아 1.0 

캄보디아 4.5 말레이시아 1.0 

 

출처:  UN ESCAP, “Disability at a Glance 2010: A Profile of 36 Countries and Areas in 

Asia and the Pacific.” 

 

  

																																																								
8		 Zhuoying Qu, ”Disability Statistic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 & Pacific Journal on 
Disability, no. 3, September 1998, accessed December 4, 2014, 
http://www.dinf.ne.jp/doc/english/asia/resource/z00ap/003/z00ap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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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장애�정책의�역사적�배경�

 

냉전의 종식과 소련과 동유럽의 위성 국가의 붕괴로 인해 북한은 주요 경제 
파트너를 잃었다. 비록 북한이 구소련식의 독재정치 체제를 가진 사회주의 사회로 

남아 있기는 하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북한에 수출 시장을 

제공하지않고, 기술도입 이나 기타 수입에도 특혜를 주지 않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석유 및 다른 수출품에 시장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비료, 농약, 종자 번식을 위한 플라스틱 시트를 생산하고, 관개 시설 및 기타 
농업기계를 돌리는데 석유의 수입은 필수적이다. 그 결과,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 낼 국가의 능력이 약화되었고, 이 문제는 1990 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련의 자연 재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  

북한의 경제기반의 붕괴는 자연 재해와 더불어 북한 주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95 년 여름, 전국적인 기아의 위협에 처한 북한 정권은 전례 없이 

국제연합 (UN)에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바로 이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 사회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체제, 리더십, 사회, 그리고 주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냉전 직후의 경제적 위기와 기근은 북한 주민을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2 천 4 백만명중 대부분의 주민들은 매일의 곤고에서 

살아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록 약화된 사회 안전망의 벌어진 

틈새로 빠지고 있다.  

대부분의 빈민국들처럼 도시의 생활 수준은 다른 지역의 수준과는 현격하게 

다른데, 이는 경제 발전이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시작해서 점차 주변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역사적인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환을 분명히 겪고 있다. 
과거 20 년 동안, 저자는 소위 “5 가지 M”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직접 목격해 왔다: (1) 

Markets(시장); (2) Money; 돈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3) Mobile phones; 이동통신이 의사소통의 흔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 (4) 

Motor vehicles; 자동차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5) Middle class; 평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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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생기고 있다는 증후가 있다는 것. 9오늘날, 예컨대, 소외계층의 사람들, 

장애인조차도 성장과 현대화의 헤택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9	Katharina Zellweger, “Accelerating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unpublished paper,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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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장애�관련�법률�체제�

 

북한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한 법률 체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1998 년 개정)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 
72 조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10  

2003 년 6 월 18 일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률을 통과시켰다.11 이 법은 장애인의 재활, 교육, 문화 

생활, 근로를 망라하여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6 개의 장으로 구성되있다. 유엔총회는 
전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2006 년 12 월 

13 일에  장애인 권리협약(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155 개국이 서명했다.12 비록 비준 국가에 

한하기는 하지만, 이 협약은 2008 년 5 월 3 일로 국제법이 되었다. 북한은 2013 년 

7 월 3 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북한은  아래 제시된 협약의 여덟가지 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모든 인권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보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자기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립에 대한 존중;  

• 차별금지;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10 	“DPRK’s Socialist Constitution,” accessed December 4, 2013, http://www. 
novexcn.com/dprk_constitution_98.html. 

11	“The Law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Protec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June 18, 2003, accessed December 4, 2013, http://www. nkproject.org/guide/down.php?idx=473. 

12	UN Enable , “VRPF and Optional Protocol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accessed December 15, 2013,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maps/en- ablema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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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기회의 균등;  

• 접근 용이성; 

•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의 존중과 그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 존중 

 

  그러나 이 협약은 북한 정부에 의해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마련된 훌륭한 원칙과 법은 실제 

관행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북한처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가 바로 그 
경우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강인한 신체와 정신 건강이 강조되고 그 어떤 연약함도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은 쉽게 낙인과 차별의 표적이 되며, 아주 

흔하게 사회의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들의 지역사회와 정부당국으로부터 무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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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장애인�현황�
 

 

 

오늘날, 10 년전에 비하면, 북한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막상 

북한 사회의 내부가 어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가 그러한데, 이들에 대하여 출판된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아동, 그리고 참전 퇴역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비록 어느정도의 정부 지원이 오랫동안 제공되어 오긴 했지만,13 북한 

정부는 상당히 최근에 이르러서야 마지 못해, 북한 내에 장애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1990 년대 후반 이후 장애인과 관련한 북한 내부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도움으로 실시한 북한 중앙 통계국의 2008 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 2,405 만명 중 8.16%에 해당하는 약 196 만 인구가 어떤 

유형의 장애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14 

  

하와이대학의 마노아 캠퍼스 장애연구센터의 럽노우 김 월순 부교수에 따르면, 

“일부 한국인들은 평생 지속되는 장애를 가진 경우, 그들이 무언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댓가라고 믿는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과 가족이 수치심, 무력감, 현실에 대한 

거부감, 박탈감, 우울로 고통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장애는 

어떤 불운과 비극의 결과라고 생각한다.”15 비록 김 교수의 말은 주로 남한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분단된 한반도의 북쪽도 마찬가지다.  

																																																								
13	1995년 4월,  저자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기숙사학교에 방문한 첫번째 외국인 중 한명이었다. 

성촌학교는 1940년대 평안남도에 설립되었다. 그 학교 교장에 따르면 1993년 3월, 당시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청각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후 그러한 

장애에 대한 몇개의 논문이 출간되었다고 한다. 참고:  예, Korea, No. 325 (October 1993). 

14 	UNFPA “2008 Census of Population of dprk: Key Findings,” accessed December 16, 2013, 
http://www.unfpa.org/webdav/site/global/shared/ documents/ news/2010/dprk08_censuskeyfinds.pdf. 

15	Weol Soon Kim-Rupnow, “An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for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Center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formation and Exchange, cirrie, 2001, accessed 
December 4, 2013, http://www. cirrie.buffalo.edu/culture/monographs/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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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남한은 ‘장애인’, 북한은 ‘장애자’라고  

부른다.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그러하듯이 남북한 사회에서도 역시 종종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있는데, 주로 그 정의와 다르게 사용된다. 남한에는 ‘불구자’가 
‘장애자’로 번역될 수 있고, 비하 용어인 ‘병신’은 불구 혹은 기형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북한 또한 ‘불구’와 ‘병신’을 사용한다.  

  

 

 
아직도 목발로  

걸어다니는 

어린 소년, 

그는 자신에게 맞는 의족을  

고대하고 있다.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은 오늘도 평양의 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목발을 

짚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2006 년 유엔 인권 특별 조사관은, 북한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신체적 

기형이나 장애에 따라 일반사회에서 분리되고, 대개 평양이나 다른 주요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열악한 상태의 특별 집단시설에 거주하게 된다는 탈북자들의 
보고를 언급했다.16 

																																																								
16	“North Korea Puts Handicapped in Camps, U.N. Report Says,” Mail Online, October 20, 2006, accessed 
December 4, 2014, http://www.dailymail.co.uk/news/ article-411648/North-Korea-puts-handicapped-
camps-UN-report-says.html. 유엔 특별 조사관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자료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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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Citizen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은 한 탈북자가 “83 호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이 병원은 함경남도 해안가의 한 섬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장애 

아동은 “신체 부분의 절단과 같은 의학실험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17  최근 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보고 내용의 검증은 어떤 외국인도 그러한 장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18 

																																																								
17	Philip Iglauer, “N.K. Experiments on Disabled Children, Rights Group,” Korea Herald, June 30, 2013, 
accessed December 4, 2013, http://www.koreaherald. com/view.php?ud=20130630000160. 

18	“UN Rights Panel Urges N. Korea To Grant Access,” AFP, August 27, 2013, accessed December 4, 

함흥 재활센터와 

교정기구 공장의 

생산작업장. 

2012 년 1000 개 

이상의 의수족이 

제작되었고, 많은 

것들이 수리되었으며, 

사용불가능한 

의수족은 

재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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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나 건물에로의 접근용이성의 부족은 물론이고, 휠체어, 목발, 지팡이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조장구와 장비의 부족은 장애인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한다. 더구나, 동해안가를 따라서 북동부에 위치한 도나 지방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가 특히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의 집에 갇혀 살 수 밖에 없다.  

 

빈곤과 수치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태도는 장애인의 삶을 매우 힘겹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각이 변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 사실은 외부 세계를 향한 국가의 점진적 개방이 장애인에 대해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과 

공공의 태도가 크게 변화될 것인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2013,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afp/130827/un-rights-panel-urges-n-korea-grant-access.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점자를 배우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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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설립�
 

 

 

1990 년대 중반부터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과 국제 구호 요원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보통 주민의 삶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북한 정부가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려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아주 서서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시각장애,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기숙학교의 간헐적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몇몇 임시적 지원이 허용되었고, 장애인의 치료와 교육에 

관한 조언이 북한내의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KFPD)로고 

 

특히 1988년 북경에 설립된 중국장애인연합회(China’s Disabled Persons’ 

Federation)와 공조함에 따라, 중국과의 연결은 평양 당국의 사고를 변화시켰다.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에 따른 가치를 북한 정부가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장애인은 특정한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북한 당국이 뉴욕, 제네바, 로마에서 이 주제에 관한 UN 회의19에 참석하기 

																																																								
19	남한과 북한은 모두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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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진되었다. 자기 나라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국가의 의지는, 적어도 

장애인의 치료에 관해서 만이라도 국가의 이미지를 다소 개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전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보고서가 

여전히 많다.  

1998년 7월 29일 북한 정부는 내각 결의로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하었다. 처음에 이 단체는 조선장애자지원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Disabled, KASD)라 하였으나, 이후 
조선장애자보호련맹 (the 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 

KFPD)으로 개칭 하였다. 비록 북한의 보건성(우리의 보건복지부)이 임직원의 급여와 

부가 혜택, 그리고 기반시설 경비까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스스로를 비정부기구(NGO)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특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외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연차보고서에 보고된 것에 따르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헌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만공화국의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이다. 주요 임무 중, 장애자의 

정신적, 신체적 재활에의 기여, 장벽없는 (Barrier-free) 환경 조성, 

 

환자는 

두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뒤, 

다시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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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예방과 장애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여건 보장이 연맹의 

최우선과제 될 것이다. 연맹은 장애자가 사회와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원 

서비스와 권리옹호, 그리고 공공 정보를 유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20  

 

셀 수 없이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이룬 업적은 
장래를 향한 발전과 진보의 기초가 된다. 1999 년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권리옹호 활동은 
2003 년 6 월 장애자 보호를 위한 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으로 인해 휠체어, 

목발, 보청기와 같은 보조 장구의 보급과 함께 절단자를 돕는 의수족의 생산도 

시작되었다. 21  

한편, 2001 년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과의 양해각서뿐 

아니라, 중국장애인연합회와 세계농아인연합회(World Federation of the 

Deaf:WFD)와도 양해각서들이 또한 체결되었는데, 이는 외국 파트너들과 

파트너십과 공조를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도, 조선장애자예술련맹과 조선장애자체육련맹, 장애자 후원 
무역회사와 장애자와 고아를 위한 북한의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조직구조가 강화되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국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많은 도, 시, 

군 단위의 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내에도 장애인 담당 부서들이 

설립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조선장애자련맹의 북경 사무소가 2008 년 7 월에 

설립되었다.   

																																																								
20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2011년 연간보고서, 5.  

	
21북경 사무소는 두명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직원을 두고서, 후원자들이 북한과 의사소통하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 절차를 밟도록 도우며, 북한에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국의 재활 장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북한 재활 전문가들의 중국내 체험여행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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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8�인구조사상�장애�통계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하여 2008 년 북한의 인구 조사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시하고 있다. 대개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20 개의 장애 유형 중 

4 가지만이 이 인구 조사에 포함되었다.22 전체 인구의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부 장애 유형, 즉, 시각(2.4%), 청각(1.7%), 운동성(2.5%), 정신적(1.5%) 문제만을 

보고했다. 이러한 각 유형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1) 어려움 없음, (2) 약간의 

어려움, (3) 상당히 어려움, (4) 능력의 손실로 자세히 분류되었다. 5 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이 마지막 사실은 모든 인구 조사 응답자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장애인 출현율이 인구 조사에서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999 년 북한이 실행한 

최초의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한 장애인 수치는 단지 3.41%였다.23 

뿐만 아니라 북한은 평균수명이 짧다. 평균 기대 수명은 1993 년 72.7 세에서 

2008 년 69.3 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유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 명당 14-19 명으로 

증가했다 (한 2009 년 유엔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1,000 명 아동당 46 명이 
사망한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유아 사망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부분의 부부가 한 아이만 가지고 있거나, 4 명의 조부모와 부모가 한 

아이만 돌보고 있으며, 그 돌보는 수준이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이들을 돌보는 가정의의 수는 전과 비슷한 반면, 출산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630 명 혹은 130 가족을 1 명의 의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1990 년대 중반 이후 
북한 의료 기관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증의 장애 

아동, 특히 유아인 경우에는 그 생존 가능성이 희박 하다. 이것 또한 장애인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이 유아기동안 

생존하지 못한다면, 나이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성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24  

																																																								
2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2010_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
us%20report. pdf  2013년 12월 3일에 상기 웹주소에서 접속함. 

23 이 정보는 후원 기구에 2008 년 자금을 요청하면서 제공한 것이다.  
24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보건 정책 프로그램(Asia Health Policy Program)의 소장인  Karen	
Eggleston 교수는 공중보건에 대한 그의 학술논문에서 지적하기를, 유아와 아동의 높은 사망율로 



	 18	

18		

 

8. 장애인을�위한�전통적인�서비스�

 

청각장애/시각장애를 위한 서비스 

전통적으로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도시와 도시 근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청각/시각장애 서비스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그러했다). 
북한에서 청각/시각 장애를 위한 교육이 제공된 것은 1940 년대 후반 혹은 1950 년대 

초 특수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95 년 봄, 북한은 청각 문제를 가진 960 명의 

아동을 위한 8 개의 특수학교와 140 명의 시각 손상 아동을 위한 3 개의 특수학교의 

목록을 국제 구호기관에 보고했다.25 이러한 시설이 수년간 운영되어 오기는 했으나, 

북한의 많은 다른 의료 시설과 마찬가지로 최신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각장애아 학교는 미용, 수공예, 미술, 자수, 의상 디자인, 

양재, 또는 가전 제품 수리 등의 직업교육을 2 년정도 시행해 온 것을 포함하여 

지난 10 년동안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왔다. 26  2003 년 정부에 의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도구로써 수화의 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27 학생들은 

졸업 후 미래의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6 개월간 실제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사회적 통합은 여전히 도전거리로 

남아 있다. 만약 이러한 장애 학생이 북한의 모든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12 년간의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여 성인 인구의 장애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도태 대 손상(culling versus scarring)” 이란 

효과로 일컬어진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컨대, 참전 퇴역군인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 

장애가 아주 심한 사람들의 사망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장애인구 수는 ‘도태’되지만, 

전쟁과 나이 관련한 ‘손상’때문에 장애율이 또한 높을 것이라 짐작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다거나 낮다고 예상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다.” 2013 년 8 월 27 일 저자와의 이메일 서신에서.  
25 저자는 카리타스-홍콩(Caritas-Hong Kong) 대표로서 1996년 4월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 당시 

그녀는 9개의 학교가 적힌 목록을 받았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26 일반 학생의 경우 2011 년까지 북한의 교육 체계는 11 년의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했다. 이는 

2012 년에 12 년으로 늘어났다.  
27 2010 년 7 월 북한을 방문한 세계농아인연합회(World Federation of the Deaf)의 회장인 Markku 

Jokinen 의 최초 방문 보고서. 2013 년 12 월 10 일에 다음 웹주소에서 접속함. http://www.together-

hamhung.org/PDF/wfd%20delegation%20to%20DP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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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이후,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3 개 특수학교의 전체 정원은 140 명에서 

250 명으로 증가했으나, 농아들을 위한 학교가 그 수용능력에 미치지 않은 것과 같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도 수용능력만큼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멀리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더 선호한다.28 

점자 타자기, 필기판 (writing frames), 스타일러스(styluses), 특수 용지를 이용하여29 

학생들은 한글 점자 쓰기를 배우고, 문자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맹인이나 

시각장애 아동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장애 참전 퇴역군인들을 위한 지원 

1950 년 6 월 25 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3 년간의 잔혹한 충돌이 있은 후 

끝났다. 서방세계에서는 이 전쟁을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 일컽지만, 남북한 

모두에게 이 전쟁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수십만의 군인과 수백만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전쟁이후 한반도는 폐허로 남겨졌다. 비록 정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보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28 이 정보는 최근에 이 학교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저자에게 제공하였다.  
29 이러한 교육자료들은 모두 외국인들이 기증해 왔다.  

평양의 보통강  

종합편의 (장애인 복지 

센터)  

 

청각 장애 혹은 지체장애 

여성이 봉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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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 북한의 재건사업에 부상당한 전쟁 희생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장애인이된 참전 퇴역군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주택, 특별 
작업장이나 소규모 공장에로의 취업 기회, 보건의료관리 등에서 특별한 대우와 

특혜를 받고 있다. 북한의 개정헌법 제 76 조는 “혁명 투사, 혁명 애국 열사 가족, 

인민군의 가족이자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보건성의 연간 건강보고서에는 682 개 요양원의 목록이 나와있는데,30 이 중 

많은 요앙원은 장애 참전 퇴역군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병역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참전퇴역군인에게 “영예 군인” 또는 “명예 군인”이란 

특별한 용어를 쓴다.  

 

 

 

  

																																																								
30  “MDGs Progress and Annual Report on Health Status: DPRK, 2011,” March 2011, 

http://www.searo.who.int/entity/health_situation_trends/data/mdg/DPRK_ MDG_2011.PDF  

2013 년 12 월 10 일에 상기 웹주소에서 접속함 

보통강 종합편의 

(장애인 복지 센터)의   

또 다른 작업장  

 

한 남성이 시계를 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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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최근의�발전상:�새로운�서비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설립 이후,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서비스가 명확하게 증가해 

왔는데, 이는 많은 경우가 해외 후원자의 기부때문이다.  

소수의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보통강 종합편의 (The Potonggang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복지센터)는 2007년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재봉작업장, 시계수리점, 머리방과 미용 시설을 갖고 있다. 평양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 곳을 자주 이용하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의 수요가 여전히 많다.  

2009년에 평양에 설립된 대동강 장애인 문화 센터(The Taedonggang Cultural 
Center for the Disabled)는 장애 아동이 음악과 율동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주류사회와의 통합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곳은 아마도 

북한전역에서 유일하게,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가족인 장애 자녀를 동반하고 

와서, 지역사회와 장애아동들이 서로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자의 

가족만이 아닌 센터 부근의 거주민들이 장애인과 마주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회 통합의 과정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최초로 “아마추어와 장애인을 위한 탁구 경기”를 

조직했다. 평양에서 열린 6일간의 토너먼트에 30여명의 장애인 운동 선수와 많은 
일반인 탁구인들이 참가하였다.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공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그 경기는 장애 운동선수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2012년의 행사에는 

전국에서 온 장애 운동 선수들이 참여했고, 2013년에는 외국인도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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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국제대회 사상 북한 최초로 17 살의 나이의 절단 

장애인 선수31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6 살의 나이에 건설 사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잃은 수영선수 림주성이 경기는 비록 마지막 주자로 마쳤지만, 완주한 그의 용기는 

국내외에서 역사로 남았다. 외국인 기부자의 도움으로 그의 경기참가가 가능했다. 

기금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북한 장애인 운동선수가 다음으로 예정된 2016 년 

리오데자네이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장애인연합회(The 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와 소속되어 있는 

북경의 중국강복연구중심(The China Rehabilitation Research Center:우리식 표기로 
중국재활연구센터)은 북한장애자보호련맹과 관련서비스 시설에 일하는 북한 전문가 

그룹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 

장애자보호련맹의 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포함하는 중국의 다양한 재활 서비스에 대한 노출은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시험삼아 해 볼만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운용 기금의 마련정도에 따라, 북한장애자보호련맹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발표하고 있다:32 

																																																								
31 Amelia Gentleman, “Meet Swimmer Rim Ju Song, North Korea’s First Paralympic Athlete,” The 
Guardian, September 4, 2012, accessed December 8, 2013, 

http://www.theguardian.com/sport/2012/sep/04/north-korea-first-paralympic-athlete. 

32 저자와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의 논의, 2013. 6.  

함흥 재활센터와 

교정기구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구형 의수의 생산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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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의 이용 확대 - 휠체어와 다른 종류의 이동 보장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와 장비의 판매, 생산, 수리를 함으로써;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고용과 직장에서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 보호된 작업장의 설립 -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호된 작업장의 

설립과 가능할 때마다 소규모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기; 

• 장애 아동을 위한 학습 향상 – 이미 있는 교육 인프라를 혁신하고 전자수화 

사전을 출판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와 기술에 기초한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 정신 건강 문제와 인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하기; 

• 예방적 조치의 증가 - 보행자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안전 촉진하기; 

• 장벽없는 접근용이성의 증진 -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 장벽없는 

접근용이성을 증진하고 기존 시설의 접근 장벽을 제거하기; 
• 요원의 능력배양에 힘쓰기 - 정보, 교육, 의사소통차원에서 

북한장애자보호련맹 직원의 능력 배양에 힘쓰기; 

• 파트너십의 확대와 공고화 - 국내외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 평양의 종합 재활 센터 건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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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식의�제고와�대중�교육�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2 년 런던 올림픽전부터 북한사람의 장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휠체어와 "현대식“ 목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평양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했다.33  

수년동안 북한은 1992 년 유엔총회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을 날”을 제정하고 

매년 12 월 3 일에 기념하고 있다.34 이런 장애자날의 지정은 정부와 기관이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공식 연설, 장애아동 
학교에서 문화 및 스포츠 공연, 외국인과 일반인 중 어떤 특정집단을 위한 사진 

전시는 장애 문제를 눈에 띄게 하고,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을 

늘리고 있다.35 평양에서 하는 북한이 포함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회의인 “좋은 

친교 – 국제롱인모임 (The Good Fellowship)”은 독일 장애인 조직인 “함께 - 함흥 

농, 맹아와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센터 (Together–Hamheyng Educational Center 
for Deaf, Blind and Non-Disabled Children Hamhung e.V.)”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것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세계농아인연합회(WFD)의 평양 연락사무소의 

공동으로 조직되었다. 

 

 

 

 

																																																								
33 2013 년 6 월 평양 외국인거주인과 저자가 수행한 인터뷰 
34 유엔 국제장애인의 10 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Disabled Persons)은 1983-1992 년이다. 

이 10 년이 다 되어가자, 유엔총회는 12 월 3 일을 “세계 장애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Disabled 

Persons)”로 선포했다. 2008 년 이 이름은 “세계 장애를 가진 사람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변경되었다.  
35  저자는 몇번의 연구에 참여했고, 짧은 비디오 영상을 유투브에서 발견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X- nho2fpwQko. 2013 년 12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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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에서 2013 년 사이 다섯번의  “좋은 친교 - 국제롱인모임”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총 14 개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핀란드, 독일, 이란, 일본, 

말레이지아, 모로코,  네덜란드, 필리핀,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으로부터 전농이거나 

난청인 117 명의 외국 초청인사들이 모였다.36 “좋은 친교 - 국제롱인모임”의 주요 

목표는 청각장애인이 서로 만나 알게 되고, 배우고, 새로운 우정을 형성하고, 

스포츠와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청각장애인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권익주장을 

옹호하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초청인사의 나라, 나아가 세계에서 일반사회와의 통합을 더 확대 촉진하는 수단이다. 

세계농아인연합회(WFD)는 평양에 세계농아인연합회공식 대표부 설립을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의 청각장애인공동체에 또 다른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36 이 정보는 평양의 회의조직위원회가 제공했다.  

함흥 재활센터/교정기구공장에서 

의족을 낀 후 균형을 잡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훈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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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역의 많은 지역에, 현재 약 4 천명의 련맹회원37으로 집계되는 조선 
장애자보호련맹의 비공식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수년전부터 설립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사기와 활동을 강화시켰고,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지도자들과 그 직원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2 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에 있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3 개 지국에 동록되있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 출신이다. 그들의 임무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장애인의 필요를 평가하는 것을 돕고, 장애인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성(남한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함께,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가정의들이다. 그들은 모두 풀뿌리 수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를 옹호하는  가장 눈에 띠는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  

 

 

 

 

																																																								
37 이 정보는 2013 년 6 월 북한 방문 동안 저자에게 제공되었고, 또한 2008 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교적  

간단한 작업장에서도  

2012 년 천개의  

의수족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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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사회와�인도적�구호�단체의�역할�

 

 

북한에서 장애인 공동체에 혜택을 준 활동과 기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접하기가 쉽지않지만, 2011 년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연간보고서에는 모두 

합해 134 만 유로를 기부했던 15 명의 국제 기부자들의 명단이 나와있다. 그 기부총액 

중 48 퍼센트가 3 개의 단체, 즉 유럽연합(EU), 벨기에 개발협력기구,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로부터 기부되었는데, 이들의 기부금은 모두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을 실행기구로 지정하여 기부되었다. 고아들을 

돕는 두개 단체가 또 총액의 19 퍼센트를 기부했다. 다음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제 

원조기관의 프로젝트의 예다.  

 

북한에 주재하는 인도적 구호기관  

북한내 상주하는 인도적 구호 단체의 지원은 통합, 기여, 지원 서비스에 그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적은 수의 국제 기구가 북한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 중 더 소수의 

기구만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유엔 산하단체는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관련 문제를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평양주재 몇몇 대사관도 조선장애자련맹에 

소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장애인을 

격려하고, 지원해 줄 각별한 기회를 가진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일자리가 공석이 될 

때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새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장애인의 참여를 

포함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 단위 07(European Union Program Support Unit 

07:EUPS 7)로 불리는 북한에 있는 핸디캡 인터내셔널(HI)은, 2001 년 3 월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 목표는 신체 재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각 및 청각 

장애학교에 맞는 교수법을 가르치고(직업 훈련 부분을 포함함),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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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게 역량건설과 관리 지도 측면에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을 지원하는 

것이다.38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북한 내에 있는 교정기구센터에 기술적, 물적,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북한의 적십자회와 군 의료 당국과의 

협력하에 2002 년과 2006 년 최초로 절단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평양에 
군인과 민간인 환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지체장애인 재활센터를 열었다. 39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비록 잠시만이긴 하지만 분단으로 분리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같이 하는 공동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 인도주의법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0  

2008 년 11 월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함께–함흥의 롱아, 맹아와 일반아동울 
위한 교육센터 (TOGETHER – Educational Center for Deaf, Blind and 

Nondisabled Children Hamhung e.V.)”는 세계농아인연합회(WFD)와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힘을 합하고 있다. 41  “함께”의 

회장은 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이였는데,  2004 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부터, 북한과 

협력하는데에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다.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사업가인 
부위원장도 자기시간의 일부를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바치고 있다. 그들 사업의 

우선순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 그리고 

통합의 추진이다.  그들은 북한의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강력한 장애인 

조직을 설립하고 발달 시키도록 하는 협력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긴다.  

																																																								
38 Handicap International, “North Korea: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www.handicap-international.org.uk/where_we_work/asia/north_korea  

2013 년 12 월 8 일에 접속함 
39 “North Korea: ICRC Inaugurates a Second Physical Rehabilitation Centre,” News Release, April 

24, 2006.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news-release/2009-and-earlier/north-korea-

news-240406.htm.  2013 년 12 월 8 일에 접속함 
40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North Korea: ICRC to Support New 

Orthopaedic Centre,” Press Briefing, March 22, 2005. 2013년 12월 8일에 다음을 접속함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misc/6aqlaq.htm. 

41 TOGETHER – Educational Center for Deaf, Blind and Nondisabled Children Hamhung e.V., 

http://together-hamhung.org 2013년 12월 8일에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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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주재하지않는 기관에 의한 장애자 지원  

북한에서는 조선 마라나타 재단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마라마 글로벌 
주식회사42가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협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비누와 다른 생필품을 

만드는 기술 훈련 같이, 의미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산 직업 센터를 

지원하고, 소형 배달차량과 택시 영업을 위한 수동 삼륜자전거를 제공한다.  

2007 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소규모 비영리 단체인 “작은 나눔”43(티끌 모아 

태산)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휠체어를 보내기 시작했고,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북한 전역의 병원에 분배하는 것을 맡았다.  

 2004 년 이후, 네팔의 ‘틸간가(Tilganga) 안과학 연구소’ 와 ‘히말라야 훈련 

프로그램’44, 그리고 ‘후레드 할로우즈 재단(Fred Hollows Foundation)’45은 북한의 
보건성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안과의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용 인공 수정체 및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시골에 보내는 의료 봉사 캠프를 지원한다. 북한은 백내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4 만명 이상의 환자가 시술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장애인연합회가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 소개한 홍콩의 카두리 

자선재단(Kadoorie Charitable Foundation)은 북한에는 없는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새롭고 고급 품질의 의수족 및 교정기구 2 

천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골지역에도 절단장애자를 위한 의수족과 다른 

보조장구의 공급과 수리를 위한 이동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생산체계를 대안으로 시험하고 있다.  

																																																								
42 Marama Global: Partner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December 8, 2013, 

http://www.maramaglobal.org. 

43 Peter Schurmann and Aruna Lee, “Bay Area Man On a Mission to Supply North Korea with 

Wheelchairs,” New America Media, April 18, 2013, 2013년 12월 8일에 다음을 접속함 

http://newamericamedia.org/2013/04/bay-area-man-on-a-mission-to-supply-north-korea-

with-wheelchairs.php. 

44  “Himalayan Training Programs,” accessed December 8, 2013, http://www. 

cureblindness.org/where/himalayas/training.  

45 Fred Hollows Foundation, Australia, http://www.hollows.org.au. 2013년 12월 8일에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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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한 모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 푸른나무재단 (Greentree 

Charity Foundation:)46 또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강력한 후원기관이다. 이 기관은 

요양소(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 아동에게 특수 운동 장비와 더불어 식품, 의약품 

및 기타 식량을 포함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6 이 정보는 지원자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킨슬러 임무 보고서 Kinsler Mission Report” April 1, 

2013, http://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issionconnections/kinsler-art-and-sue-

201104. 2013 년 12 월 8 일에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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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례연구:��주요�지방�도시와�평양의�장애인�시설�

 

2013 년 6 월 저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대표단과 함께 1 주일 동안 함흥시에 

장애인 시설 몇곳을 방문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함흥시는 함경남도의 도소재지다. 인구 768,000 의 북한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다. 

다음은 방문시 관찰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함흥 재활 센터/함흥 교정기구 공장 시설(The Hamhung Physical Rehabilitation 

Center/Hamhung Orthopedic Factory)은 1952 년 한국전쟁의 피해자를 위해서 

설립되었다. 오늘날 이 곳은 함흥시를 포함한 전국의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이 

센터는 240 개의 병실과 대략 200 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장애인이다.  

건설현장과 광산에서의 산업재해, 도로에 자동차, 트럭, 자전거 수의 증가로 인한 

교통 사고가 늘어나면서, 많아진 절단 장애인을 위한 의수족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불행하게도, 소도시나 지역 병원에서는 보통 할 수 없는 더 복잡한 치료나 처치가 

요구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절단이 흔히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함흥 재활 
센터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량 또한 정부가 제공한다. 

현재 직원에게는 단지 230g 의 곡물이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각 환자에게는 

식량으로 460g 의 곡물(쌀, 옥수수, 보리, )이 매일 배급된다. 센터 관리자는 식량의 

조달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쉽게 인정했다. 센터의 단지내에는 큰 목조 화분이 

있는데, 꽃보다는 옥수수를 기르는데에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물과 전기가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또한 문제인데, 특히 추운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비록 

센터가 식수 펌트와 발전기를 모두 갖고 있다해도, 이것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디젤 원료를 조달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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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이 센터는 1,040 개의 의수족을 생산했는데, 일부는 금속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형이고, 일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더 신형이다. 정형외과용 
신발 또한 생산됐다. 2013 년 이 센터는 매달 평균 100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새로운 교정기구를 맞추고 낡은 것을 교체해주었다. 환자들 중 80%는 남성이고, 

20%는 여성이다. 이 센터는 아동도 치료한다. 이 센터에 체류하는 평균 기간은 

새로운 교정기구를 맞추는데 평균 15 일, 교체하는데 10-15 일이다.  

이 센터의 작업장은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다. 일부 장치는 상당히 현대적이지만 

일부는 소련에서 수십년전에 공급된 구식임이 분명하다. 고객은 그들이 더 이상 

오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활용을 위해서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예컨대, 오래된 의수족에서 나온 작은 가죽 조각은 신발을 수선하기 위해서 함께 

봉제된다.  

 

 

(좌) 금속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형 의족 

(우) 좀 더 현대화된 

의 수족이 생산되지만,  

재료는 최근 중국에서 

대개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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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1998 년에 조선장애인지원협회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을 때, 함흥에서 의수족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졌고, 그 때나 

지금이나 함흥은 의수족을 생산하는 국내 제일의 생산지가 되었다. 핸대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장비와 최신 직원 
교육, 더욱 현대적인 의수족과 교정기구를 만드는 작업장을 설립하는 무상 원조를 

받기에 이르렀다.  

의수(artificial limbs) 생산을 위한 재료는 외국, 거의 매번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와야하므로, 선적물품이 도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된다. 장기간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써, 핸디캡 

인터내셔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폴리프로필렌으로부터 북한에서 더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합성수지 기술로의 변화가 검토중에 있다. 지금까지 이 융합 기술 
실험은 그리 쉽지않았다. 그래서 계속적인 실험이 합성수지 기술로 만들어진 

교정기구의 품질을 높이려고 시도중이다.  

2012 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원거리 지역, 대부분은 광산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3 개의 이동캠프를 조직했다. 이 캠프는 공장 기술자, 물리치료사,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전문가를 포함하는 8-10 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교정기구를 

기술자가 측정하고 

맞춤.  

함흥 재활 센터에  

있는 몇몇 북한인은  

해외에서 훈련을 받고  

현재 어려운 상황 

(재료의 부족, 정전 등)  

에서도 장애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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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고 새로운 기구를 맞추어 준다. 2013 년에 두 개의 캠프가 더 열렸는데, 4 월 

17 일-4 월 25 일 사이에 하나, 7 월 29 일-8 월 6 일에 또 하나가 운영되었다. 

1954년 폴란드의 지원으로 설립된 함흥 정형외과 병원(Hamhung Orthopedic 

Hospital)은 1980년대 이후 정형외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병원 침상을 기부하는 것과 같은 일부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병원은 
400명의 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280명의 의사진이 있으나, 단지 250개의 

병원침상만 보유하고 있다. 3천명의 입원 환자와 5천명 이상의 외래 환자가 매년 

치료되고 있다.  

 

 
 

 

 

 

아동과 성인 환자 모두 평균 15-30일 가량 있을 수 있다. 병원의 식량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가족은 자기 식량을 자급해야 한다. 병원 관리에 식수, 위생, 장비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지붕이 새는 건물, 파손되고 오래된 장비, 겨울동안 

불규칙적인 전기 공급, 대개, 의약품 및 의료 장비의 부족이 그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핸디캡 인터내셔널로부터 받는 제한적인 지원은 일부 물리 치료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다.   

평양 대동강 지역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Korean Rehabilit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은 2013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북한에서 새로운 치료인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두명의 여성 절단 장애인. 

제대로 훈련받은  

치료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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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그 구역 보육시설과 통합되어 

있다. 관리자와 8명의 직원이 20명의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다(4세-

7세 사이의 8명의 남아와 12명의 여아). 아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설에서 
주거하고, 주말에는 집으로 간다. 서비스는 무상이다. 무료 

 
 

 

 

 

노래와 율동과 같은 일부 활동들은 통합교육과 모두를 위한 통합된 서비스라는 

취지에 따라 그 지역 보육시설에 있는 130명의 일반 어린이들과 함께 실시한다. 외부 

방문자가 봐도 직원 수의 추가,  훈련 프로그램, 책, 비디오, 이 센터에 있는 정신장애 

아동의 평가, 훈련, 교육에 필요한 다른 교육 자료등이 필요함이 명백했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에서 

다운증후군 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들이 운동, 노래,  

춤을 추고 있다.   

직원은 소수의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하여, 지적 장애 아동과 

지체장애 아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하고,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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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론�및�제언�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북한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와 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의 작업에 대해 실상에 기반을 둔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몇년동안 이루어진 장족의 발전은 인정받을만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로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의료, 교육,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있어 눈에 띄는 우려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 장벽 없는 접근(용이)성, 시민 참여, 예술과 문화 등 실제로 일상 

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문제다. 가난과 국제적인 고립, 전통적으로 차별하는 

태도와 관행으로 시달리는  나라에서, 장애인은 특히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외부 세계의 눈으로부터 더 이상 고립되지않은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 

국가적 추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장애 인구를 더 잘 보살피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계속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옹호활동은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에 대한 일반 대중과 

관계 정부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옹호 활동이 

점차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차별과 학대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통합을 

확대시킬 것이다. 풀뿌리 작업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관리경영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보호와 참여가 있을 

때만, 장애인을 향한 국가전반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는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개인들과 더불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국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려면, 정책 결정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와 유엔도 또한 북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옹호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배정되는 자금을 포함하여, 보건 
분야에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북한 당국에게 촉구하는 것이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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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 기금과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좋지 않는 북한의 평판때문에 어렵다. 이것 또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의도된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국제 무상보조금 
조달기관과 실행기관들이 더 많은 기금을 조율된 방법으로 북한의 장애자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장애공동체들의 혜택을 위해 할당하도록 권장해야한다.  

  몰론, 한정된 자원은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장애인의 

진보를 저해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재활 서비스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배아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이용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초기 평가 절차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서비스의 부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대학내의 특수 연구소와 같은 훈련 및 연구 센터의 설립이 매우 필요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긴요한 단계일 것이다.  

아직 신설조직인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장애인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연맹직원을 위해 심도있는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의료 서비스 

요원들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 자세한 평가와 치료로 시작해서 후속 지원과 

일반사회로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합적인 접근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로 된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열심으로 외부 세계와 협력하고자 한다. 늘어난 국제적인 
협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신하여 일하는 북한 사람에게 국제적인 

실행업무와 사고, 전문지식, 기술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 탐방과 훈련 프로그램의 기회뿐 아니라, 전문 서적과 장애관련 전문저널의 

기부 같은 단순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공조를 통한 정보의 교환과 공유는 장애인과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사이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활동도 또한 장애인 공동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국영 

미디어가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과 수화 통역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두 가지 예 이외에도 해결가능하고 

논의되야만 하는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다.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의 

투명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제적인 언론인의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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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고, 북한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미디어 소통과 정보의 

상호교환 역시 드물다. 이상적이기는, 남한에 있는 장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그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전반적으로, 북한 

장애인과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최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그 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주요내용이 북한의 법률에 반영되게 되고, 똑같은 비중으로, 장애에 대한 공공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해본다.만약 북한 장애인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활동할 기회는 물론,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여전히 달성되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은 장기간의 헌신을 요구할 것이다. 첫번쨰 단계는 이미 착수되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북한 정부와 국제 사회 모두의 더 집중적 노력을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