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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NKDs) exceeded 30,000 in 2016. Although the majority of NKDs is young
adults, the number of elderly NKDs is growing and accounts for 4% of total NKDs in 2016. Little is known about health characteristics of elderly NKDs.
Methods: Using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we categorized health characteristics of elderly NKDs between
January 2006 and February 2016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
Results: A total of 4,032 NKDs was observed and 11.4% (516 individuals) was ages of 60 year-old and above. In population
of ages of 60 year-old and above, diseases of oesophagus, stomach and duodenum were the most common category (27.7%),
followed by categories of headache (18.4%), dorsopathies (16.9%), arthrosis (10.7%), diseases of oral cavity, salivary glands
and jaws (14.5%), spondylopathies (14.3%), ischemic heart diseases (10.7%), cerebrovascular diseases (10.1%) and mood
disorders (9.3%). Compared to the counterpart of ages of less than 60 year-old, the elderly NKDs population utilized frequent
office visits and hospitalizations as well as longer hospital stay per hospitalization (all P＜0.001). Highest health expenditures
were spent in the subgroup of male and ages of 70 and above than any other subgroups (P＜0.001).
Conclusion: The elderly NKDs using the National Medical Center had health burdens of digestive, cardiovascular and musculoskeletal system diseases. Mood disorder burdens were also common. Health expenditures were concentrated in the elderly
NKDs, especially, male elderly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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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영양 상태와 치료 약재 부족 등으로 간염과 결핵

북한이탈주민은 1948년 귀순자를 시작으로 1990년대

같은 후진국형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2-4]. 또한 입국

이후 북한의 기근과 정치탄압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까지의 심리적 충격과 고통, 다른 환경으로 정착하는 과

2016년 11월 3만 명을 넘어섰다[1]. 그들은 중국이나 러

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 외상후 스

Received October 27, 2018; revised January 2, 2019; accepted January 30, 2019.
Corresponding author: So Hee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245 Eulgi-ro, Jung-gu, Seoul 04564, Korea.
E-mail: psyhee@hanmail.net
Copyright Ⓒ 2019 The Korean Academ y of Clinical G eriatr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 s of the Creative Com m ons Attribution N on-Com m 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 m ons.org/licenses/by-nc/4.0) w hich
perm its unrestricted non-com m 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 edium , provided the original w ork is properly cited.

32 Korean J Clin Geri 2019;20(1):31-37
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신체형장애 등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신뢰수준을 95%로

여러 정신건강 문제 역시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5-9]. 60세 이상의 고령 북한이탈주민은 약 4%로, 65세

판정하고 양측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상 인구가 12.7%를 차지하는 남한에 비해 적으나, 주
로 중ㆍ장년층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역시 점차 고령화되

결

과

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1,10].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정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신건강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질환이나 일반적인 진료 형

총 4,03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내원하였으며, 이들 중

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양방과

75.9%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한방 진료가 모두 가능한 국립종합병원이며, 2006년 북

1,081명, 1,0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연령대가 전체의

한이탈주민 진료센터를 개설하고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51.7%를 차지했다. 60대는 304명(여성 219명), 70대 이상

진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0년

은 153명(여성 102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11.3%이

동안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

었으며, 이중 여성의 비율은 70.2%였다(Table 1).

의 질병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다빈도 질병 및 질병군

대상 및 방법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서 확인된 질병코드는 835가
지였다.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이 12.6% (n=507)로 가

1. 연구 자료 및 방법

장 많았으며, 등통증[M54, n=395 (9.8%)], 두통[R51,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립중앙

n=385 (9.6%)], 기타 두통증후군[G44, n=380 (9.6%)],

의료원에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

복부 및 골반 통증[R10, n=348 (8.7%)] 순이었다. 60세

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H-1712-085-001)을 받았고, 전자

미만에서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n=442 (12.6%)]이 가장

의무기록과 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해 연령, 성별, 질병

많았으며, 두통[n=337 (9.6%)], 등통증[n=321 (9.2%)],

코드, 입원기간, 보험유형 및 의료비를 분석하였다. 의료

기타 두통증후군[n=318 (9.1%)], 복부 및 골반 통증

비는 본인부담금과 지원비를 모두 포함하였다. 응급실

[n=305 (8.7%)]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위염 및 십

진료는 입원으로 분류하였다. 질병 분석은 한국표준질병

이지장염[n=85 (16.5%)]이 가장 많았으며, 무릎관절증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코

[M17, n=80 (15.5%)], 등통증[n=74 (14.3%)], 위식도역

드 번호의 첫 3자리까지 사용하고[11], 질환명이 같은

류병[K21, n=71 (13.8%)], 기타 척추병증[M48, n=73

F00과 G30 코드(알츠하이머 치매)는 통합해 분석하였다.

(12.0%)] 순으로 많았다.

한방에서의 진단 방법과 기준은 양방과 다르고, 2010년

전체 연령에서 가장 흔한 다빈도 질병군은 식도, 위

KCD 코드와 통합되기 전까지 다른 질병코드를 사용하
였으며, 이후에도 통합할 수 없는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
에[12], 질병코드 분석에서 한방 진단명은 제외하였다.
연령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서는 첫 방문 시, 질병코드
분석에서는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질병군은 주
로 KCD 코드의 중분류를 참조하였다[11].

2. 통계분석
병원 방문 횟수, 입원기간과 의료비 분석은 평균, 표
준편차, Kruskal-Wallis tests와 회귀분석을, 질병군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2.0 (IBM Co., Armonk,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patients

Age group (years)
＜20
20-29
30-39
40-49
50-59
60-69
≥70
Total

Total (%)
374
717
1,081
1,002
401
304
153
4,032

(9.3)
(17.8)
(26.8)
(24.9)
(9.9)
(7.5)
(3.8)
(100.0)

*Proportion to the total patients.

Female (%*)
199
539
895
796
312
219
102
3,062

(53.2)
(75.2)
(82.8)
(79.4)
(77.8)
(72.0)
(66.7)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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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 20.9%)이었으며, 다음으로

인 차이는 없었지만 비율은 높았다.

는 두통(G43-G44, R51, 19.4%), 검사 및 조사를 위해 보

만성간염(B18)이나 결핵(A15-A19)과 같은 주요 감염

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00-Z13, 17.3%), 기타 등

질환의 빈도는 각각 4.0% (n=162)와 2.4% (n=95)였다.

병증(M50-M54, 13.7%),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만성간염의 빈도는 60세 미만(4.4%)과 이상(1.7%)에서

(K00-K14, 9.8%) 순이었다(Table 2). 60세 이상에서도 식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60세 미만에서 더 높았다. 고혈

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27.7%)이 가장 많았으며, 다

압성 질환(I10-I15)과 당뇨병(E10-E14)과 같은 만성질환

음으로는

관절증

의 빈도는 각각 2.5% (n=100)와 1.7% (n=67)였으며, 허

(M15-M19, 16.9%),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14.5%) 순으

혈심장질환(I20-I25)과 뇌혈관질환(I60-I69)과 같은 심뇌혈

로 많았다. 전체 대상자에게서 기분장애(F30-F39)와 신

관질환의 빈도는 각각 3.7% (n=147)와 2.5% (n=102), 그

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장애(F40-F48)의 빈도는

리고 신생물(C00-C97, D06)의 빈도는 3.3% (n=134)였다.

각각 7.5% (n=301)와 5.7% (n=228)였다. 60세 이상에서

이 질병군들의 빈도는 60세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는 각각 9.3%와 7.2%로, 60세 미만과 비교 시 통계학적

(Table 2).

두통(18.4%),

기타

등병증(16.9%),

Table 2. Frequency of disease group

Disease group (KCD code)

＜60 years
(n=3,497)

≥60 years
(n=516)

P value

838 (20.9)
775 (19.3)
695 (17.3)

695 (19.9)
680 (19.4)
641 (18.3)

143 (27.7)
95 (18.4)
54 (10.5)

＜0.001
0.578
＜0.001

548
242
211
392
301
228
147
102
134
100
67
162
95

461
155
137
317
253
191
92
50
90
59
49
153
87

Total (n=4,013)

Diseases of oesophagus, stomach and duodenum (K20-K31)
Headache (G43-G44, R51)
Persons encountering health services for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Z00-Z13)
Dorsopathies (M50-M54)
Arthrosis (M15-M19)
Spondylopathies (M45-M49)
Diseases of oral cavity, salivary glands and jaws (K00-K14)
Mood Disorders (F30-F39)
Neurotic, stress-related and somatoform disorders (F40-F48)
Ischemic heart diseases (I20-I25)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
Neoplasm (C00-C97, D06)
Hypertensive diseases (I10-I15)
Diabetes mellitus (E10-E14)
Chronic viral hepatitis (B18)
Tuberculosis (A15-A19)

(13.7)
(6.0)
(5.3)
(9.8)
(7.5)
(5.7)
(3.7)
(2.5)
(3.3)
(2.5)
(1.7)
(4.0)
(2.4)

(13.2)
(4.4)
(3.9)
(9.1)
(7.2)
(5.5)
(2.6)
(1.4)
(2.6)
(1.7)
(1.4)
(4.4)
(2.5)

87
87
74
75
48
37
55
52
44
41
18
9
8

(16.9)
(16.9)
(14.3)
(14.5)
(9.3)
(7.2)
(10.7)
(10.1)
(8.5)
(7.9)
(3.5)
(1.7)
(1.6)

0.023
＜0.001
＜0.001
＜0.001
0.096
0.11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5
0.191

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Table 3. Number of outpatient visits, number of hospitalization, and hospitalization period by age for 10 years

Age group
(years)
＜20
20-29
30-39
40-49
50-59
60-69
≥70
Overall

Outpatient visit
Total number
(n, %)
2,190
5,876
11,370
17,095
10,033
7,060
4,474
58,098

(3.8)
(10.1)
(19.6)
(29.4)
(17.3)
(12.2)
(7.7)
(100.0)

Number per person
(mean±SD)
6.0±7.0
7.8±8.7
9.8±19.4
14.5±26.1
18.3±29.0
19.7±28.2
18.8±27.1
12.6±22.5

Hospitalization
Total number
(n, %)
241
435
771
1,133
650
498
370
4,098

(5.9)
(10.6)
(18.8)
(27.6)
(15.9)
(12.2)
(9.0)
(100.0)

Number per person
(mean±SD)

Period
(days, mean±SD)

1.6±1.4
1.5±1.3
1.8±2.1
2.2±2.1
2.4±2.2
2.8±2.9
2.8±2.8
2.1±2.1

6.2±6.3
7.3±9.0
8.5±10.8
9.7±9.3
11.4±11.4
9.8±10.6
10.4±15.1
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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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외래방문 횟수, 입원 횟수, 재원일 수

원이였다. 70대 이상은 4,642,254원이었으며, 70대 이상

외래방문은 총 58,098건이 있었다. 이 중 40대가 17,095

남성에게서 6,196,455원으로 가장 높았다. 총의료비는 남

건(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9.6%), 50대(17.3%),

자에게서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의미있게 높았다

60대(12.2%), 70대 이상(7.7%) 순이었다(Table 3). 1인당

(Figure 1).

평균 외래방문 횟수는 12.6회였고, 각 연령대별로는 60대
가 평균 19.7회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18.8회), 50

고

찰

대(18.3회) 순이었다(P＜0.001).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외
래방문 횟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0.191, P＜
0.001).

10년 동안 본원을 방문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4,032명
으로, 이는 2015년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28,795

입원은 총 4,098건이 있었다. 이 중 40대가 1,133건

명 중 약 14%에 해당한다[1].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8.8%), 50대(15.9%), 60

연령 분포는 20-30대가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으로 가

대(12.2%), 70대 이상(9.0%), 20대(10.6%), 20대 이하(5.9%)

장 많고, 60대 이상은 4.2%를 차지한다. 10대를 제외하고

순이었다(Table 3). 1인당 평균 입원 횟수는 2.1회였으며,

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70% 이상이다[1]. 본원에 내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2.8회로 가장 많았다. 입원 횟

원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아,

수는 회귀분석 결과 남자에서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전체의 51.7%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11.3%로 입국

많았다(=0.197, P＜0.001). 전체 평균 재원일 수는 9.3일

자 중 비율보다는 다소 높으며, 성비는 비슷한 분포를

이었다. 50대가 11.4일로 가장 길었으며, 70대 이상(10.4

보였다(Table 1). 이는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일), 60대(9.8일) 순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재원일 수는

서도 여성과 노인이 좋지 못한 건강 상태를 보이는 경향

나이가 많을수록 의미있게 길었다(=0.112, P＜0.001).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13,14].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결핵, 간염과 같은 감염질환과 우

4. 보험 유형 및 총 의료비 분석

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

전체 북한이탈주민에게서 외래방문 시 의료보험 유형

로 보고된다[2,5]. 본 연구에서는 만성간염은 4.0%, 결핵

은 의료급여가 91.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3.7%),

은 2.4% 정도로, 만성B형간염 10.1%, 만성C형간염 9.5%,

일반(3.8%), 기타(1.4%) 순이었다. 입원의 경우에서도 의

결핵 2.1-29.5%로 보고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었

료급여(95.9%), 건강보험(3.1%), 기타(0.6%), 일반(0.4%)

다[2,3]. 이는 거주기간을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

순으로, 의료급여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 대상자들이 주로 정착 수년 후 본원을 방문한 반면,

외래와 입원을 통합한 1인당 평균 의료비는 2,279,145

기존 연구들에서는 입국 직후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이러한 감염질환들은 노인보다는 20-40대의
젊은 연령에서 많았다.
이들의 정신건강질환 유병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우울 33-9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4-56%, 불안
43-90%로 다양하게 보고된다[5,6,15]. 본 연구에서는 우
울 등의 기분장애,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신경
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장애는 각각 7.5%와 5.7%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실제보다 저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14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0%이상이 신체장애 또는 우울이 있었으나,
83%에서 어떤 형태의 정신과적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9]. 그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병이나

Figure 1. Medical expenses by age and sex. The average
medical expens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and when they
get older.

알코올중독 정도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16].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49호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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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수시설에 수용되는데, 이 49호라는 단어가 욕설

과 위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22].

이나 경멸의 의미로 사용될 정도이다[17]. 또한 정신건

노인에게서의 정신질환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정신질

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영향을

환인 우울은, 사별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노인에게서 발

미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생 위험도가 증가한다[24]. 국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방문하는 대신 소화불량, 두통 등 여러 신체증상으로 내

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요 및 경도 우울장애의 유병률은

과나 신경과 등 다른 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

각각 5% 정도였다[25]. 기존 연구보다 환자 수는 적었지

다. 본 연구에서 위염, 복통 등 소화기계 질환과, 두통의

만, 우울을 포함한 기분장애의 경우 60대에서 10% 정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원인 중의 하나는 이 때문일 것

로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고령은 외상 경험, 제3

이다. 두통의 경우 기타 두통증후군은 스트레스와 연관

국에서의 장기체류, 저소득, 적응 스트레스와 불량한 신

이 많은 긴장두통이 포함된 질병코드이며, 다른 질병코

체건강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병적 증상의 위험요인

드인 두통(R51)과 편두통(G43)을 포함하면 전체 19.3%로

중 하나다[5].

노인뿐 아니라 전체에서 상당히 흔한 질환군이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퇴행질환이 많아지며, 이러한

위염과 십이지장염은 노인뿐 아니라 전체에서 가장

이유로 병원을 자주, 오래 내원한다[26]. 노인 인구도 증

많은 진단명이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일 수

가하고 있어 201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09년에 비해 약

도 있지만, 약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는

160만 명 증가하면서 노인 진료비도 약 250억 달러로 2

두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에 “전통편”이라는 진통제를

배 증가하였다[10]. 이 연구에서도 연령별 외래방문 환

많이 복용하며,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9년 하나

자 수는 40대와 30대가 많았으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원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약 20%가 복용하였던 것

는 전체 평균이 12회인데 반해, 60대와 70대가 약 19회

으로 알려진 이 약은 위통, 두통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입원의 경우에도 비슷하

수 있다[18].

였다. 입원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평균 입원 횟

허혈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도 각각 10% 전후로 노인

수 및 입원 기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미있게 높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질환군이었다. WHO 보고에

(Table 3). 또한 의료비 분석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따르면, 단일 질환군으로 심혈관질환은 북한의 가장 큰

의미있게 의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의 원인이며, 이는 남한에 비해 약 4배나 더 높다

의료비가 고령뿐 아니라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것도 흥

[19]. 흥미롭게도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미롭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서 건강상태가 낮으나, 남

있는 고혈압성 질환이 7.9%로 상당히 적었다[20]. 이는

성에게서는 심혈관 및 대사성질환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1차 의료

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13]. 또

기관에서 관리되어 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지

한 회귀분석에서 남성에게서 입원 횟수가 더 많았는데,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이것 또한 의료비 증가에

남한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은 북한에서는 2위에 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하는 질환군이다[19,21]. 본 연구에서는 전체 3.3%의

방문 환자들의 가입 보험 양상을 보면 90% 이상이 의

환자에게서 신생물이 진단되었으며, 고령에서는 8.5%로

료급여였다. 의료급여는 대상 질환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비율이 높았다. 국내 65세 이상에서 암 유병률이 약 10%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부터 북한이

인 것을 보면 비슷한 수치다[22]. 암종을 보면 자궁경부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서

의 제자리암종(D06)과 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7].

(C22)이 각각 25건과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궁경부암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비록 국내

과 B형간염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기관 중 하나

있는 암은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다[23]. 위의

지만 단일기관의 진료 정보만을 분석한 내용이며, 남한

악성신생물(C16)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C34)이

의 노인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본원

각각 11건과 9건으로,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은 종합병원으로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보다 적었던

흔한 암종이었다. 국내 통계에서도 65세 이상에서 폐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질환 분포의 왜곡이 생길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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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다. 둘째, 탈북 후 거주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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