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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통일방식은?
"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를
가장 많이 희망함. 따라서 당장의 통일 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이 우선
 되어야 함.

*사진: SBS_2018. 4.27.

[그림1] 희망하는 통일방식(2007-2017)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7). 2017 통일인식조사. p.40.

단위: %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현재대로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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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은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산모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해온 가장 오래된 사업.(그림2 참조)
그 결과,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지표가 괄목할만하게 개선됨.(그림3 참조)

*사진: 자유아시아방송_2015. 7.16.

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사진: 긍휼사업으로 지원한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라진 해안유치원 아이들
  (사)선양하나 2017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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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 비율(%)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5세 미만 아동 저체중 비율(%)

기아지수

1990년 1996년 2001년 2012년

단위: %

[그림3] 북한의 기아지수 및 영양실조 추이

[그림2]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995~2012)

자료: e-나라지표 (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84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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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2012).p.210 표를 그림으로 표시함.



육아지원분야에서는 남한의 한국아동학회, 북한의 조선과학자협회, 중국의
연변대학민족연구원이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연길시에서
"21세기를 열어갈 아동 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행사가 유일무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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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공동 아동교육 학술행사 개최

*사진: 2002년 한국아동학회장 제공

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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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근로자 중 70%가 여성인 만큼 탁아소는 필수 시설임.
제2탁아소 부지를 확보해 둘 정도로 탁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음.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2010년 9월 1일
탁아소를 개원함. 북측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건축함.

*사진: 통일부_2010. 9. 2.

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3. 개성공단 탁아소 설치



매우 타당함

타당함

타당 하지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7.5

3.8

36.4

62.3

[그림4]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에 대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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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98.7%가 타당하다 (매우 타당함 + 타당함)고 응답함.

남북 경협 지구 내 탁아소가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타당한가 ?

단위: %

*자료: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6

*사진: 라진지역 유치원에서 만난 코끝이 빨간 아이 / (사)선양하나 2017캘린더



중단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개발협력사업의 재개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틈.

'남북육아정책포럼'(가칭) 구성 및 남북 공동 학술행사 
정례화

향후 남북 경제협력지구 내의 탁아소를 남북 합작으로
설치하고 이곳을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 거점으로
활용

8 /9

*사진: 라진선양하나신발회사 운동화를 신은 남포애육원 아이들 / (사)선양하나 2017캘린더

정 책 제 언
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북지원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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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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