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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
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
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
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
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
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
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SRI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
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
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
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
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
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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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북한 통계분야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서독과 동독은 통일 이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반면에 남북한의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황이다. 두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전 통계
통합이나 통일과정에서의 통계통합은 본 연구의 사례로 적합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201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SDGs 지표체계를 통한 지표(관련
통계) 통합 방안이 보다 적합한 연구주제라고 판단되어 SDGs 지표(관련 통계)
를 중심으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합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계작성체계를 비교하였는데, 북한의 통계 작성체계
를 통해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부처별로 서로 상이한 수준의 국가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방안을 지역지표 산출방
법을 차용하여 도출하였다. 북한의 일부 지표(관련 통계)를 이용할 수 없거나 남
북한 일부 지표(관련 통계)가 국가단위 지표(통계)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인 북한의 인구통계와 GDP가 가지는 신뢰성과
가용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단순통합 지표와 현재 북한통계 공표 및 작성 현황
도 살펴보았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SDGs 지표(관련 통계)를 통합하는 연
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요용어 : 지속가능발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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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통일 독일의 통계 통합

남북한 통계의 통합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유사한 사례이자 쉽게 생각해볼 수 있
는 사례로서, 통일 이후 통계시스템을 통합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다. 구 동독은 서독의 연방제가 아닌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중앙 집권형
국가체제였으며, 모든 국가정보 등록시스템이 하부에서 상부로 이어지는 위계적 체
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 후 서독이 5년 이내에 통계작성과 관련
한 모든 분야에 서독의 시스템을 동독 지역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작업에 착
수하였다.
독일의 구체적인 통계분야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작업은 크게 작성체계 전환,
통계법 개정, 시스템 통합, 주요통계 통합 및 동시작성 및 통계 관련 제반 정비 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작성체계 전환의 경우 구 동독은 공산당 보고통계 중심
의 통계 작성체계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이를 서독에서 작성하던 조사통계
위주의 작성체계를 흡수 및 통합하는 방식의 작성체계로 전환하였다. 통계법의 경우,
우선 서독의 통계법 적용 지역을 전체 통일 독일 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수
정하였으며, 통계기준 등 새로운 통계 통합 시스템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통계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 그룹(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5년간
동독의 통계인력을 정비하고 통계작성 훈련 및 연수 교육을 통해 구 동독과 통일 독
일의 통계작성 기술적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통계 특히, 구 동독 지역을 포괄하는 통일 독일의 국민계정을 작성하
기 위하여 통합 이전부터 구 서독 지역에 대해 작성해오던 15개의 기초 통계를 구
동독 지역에 대해서도 동시에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 직후 통일 독일 지역에 대한 GDP 등 기초통계를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통계 개념을 비롯한 제반 관련 정비 작업을 실
시하였다. 먼저 조작통계를 색출하면서, 한편으로는 구 동독 통계의 영구 보존을 위
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통합 이전 자료는 연방 기록보관소에 보관하는 작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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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 독일의 통계 통합과정을 참고하여 남북한 통계통합도 미리 준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일 이전 구 동독과 구 서독은 서로 교류가 빈번했던 반면
에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 북핵 문제와 UN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교류가 단절
된 상황이다. 당연히 북한의 통계 자료는 최근 수치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계통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근 북한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SDGs 지표(관련 통계 )를 활용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가 시
작되었다.
1)

2)

제2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Limits to the Growth) 발표 이후 UN 환경개발회
의에서 지속적으로 단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2년
UN의 ‘의제21’(Agenda 21) 이 선포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이라는 용어가 국제회의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CED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국제기구
와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 UN 환경개발회의에 관한 총회결의 44/228호에 따라 채택된 의제21은 인구, 빈
곤, 거주 등 지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기 및 해양 오염, 수자원 보호, 삼림 감소, 인간에 의한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파괴, 기업형 농업의 폐해, 폐기물 오염 등 각종 환경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 등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는 결의문이다.
그러나 리우환경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인 ‘의제21’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했을 뿐
구속력 있는 실행방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2000년 새천년정상회의
(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되어 2015년까지 국제개발의 지침이 된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는 8개의 주요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
되었다. 의제21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경제성장 중심에서
1972

3)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2) 지표는 세부 관련 통계 또는 하위 지표(sub indicators)로 구성되어 있음
3) 의제(Agenda)는 함께 토의할 과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며, 의제21은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함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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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둘째,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료하여 국제규
범으로 수립하기 쉽도록 작성하였다. 셋째, 빈곤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얻기 쉽도록
작성하였다. 넷째, 국제사회에 개발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끝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MDGs(새천년개발목표)는 구조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접근방법부터
크게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지 않았고 하향적이면서 획일적 기준 제시 및 8개 목표 간
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이행성과 관리
와 모니터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일부 목표는 예측불허의 변수 즉, 경제위기나
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MDGs를 확장시켜 ‘Post-2015 개발의제’ 또는 ‘SDGs’로 정의한
차세대 국제개발목표를 제시하였다. MDGs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등장한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준거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류의 보편적 사
회문제,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 및 경제 문제 등 17개의 목표, 169개 세부목표, 그리
고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 지속가능발
전 정상회의에서 194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림 1-1>은 17개 목표를 도식화
한 것이다.
SDGs는 MDGs에 비해 주요 이슈들이 여러 분야로 확대 수용되었고, 동시에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MDGs의 첫 번째 목표가 ‘절대 빈곤
과 기아 퇴치’였는데, SDGs는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빈곤을 정의하여 ‘모든 형
태의 빈곤 종식’, 즉 식량안보, 영양개선, 보편적인 초등교육 등으로 확장되었다. 특
히 MDGs는 개도국 중심이었던 반면에 SDGs는 선진국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 주
도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단체, 사회단체, 기업 및 개인도 모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SDGs의 국가별 이행현황을 분석한 글로벌 보고서를 UN의 자문기관
인 지속가능개발 해법네트워크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4년마다 한 번
씩 자발적 국가평가인 VNR(Voluntary National Review)를 UN 고위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UN 고위정치포럼은 UN SDGs의 이
행과정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주관하에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UN 고위정치포럼은 “사람, 지역,
국가 등은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2016)”, “변화하는 세상에서 빈곤퇴치
와 번영 증진으로 나아갈 것(2017)”,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것
(2018)”, “사람들의 역량 강화 및 포용성과 평등 보장할 것(2019)” 등 단계적이고 점
전적으로 SDGs의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되었다. 2020년에는 “가속화된 실천과 경로변

4

연구보고서 2020-02

경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0년의 실천과 이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SDGs포털(개설 예정)

<그림 1-1> SDGs 17개 목표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체계는 경제발전 차이가 큰 남한과 북한의 통계
가 동일한 작성체계로 작성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 프레임워크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체계의 지표(관련 통계) 를 활용하여 남북
한 통계통합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현재 상
황을 이해하고 남북한 통계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4)

4)

지표는 indicator를 의미하며, indicator를 구성하는 data 또는 series 라고 적혀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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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추후 남북한 간 통계 관련 통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 본 연구가 기반
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에서 남북한 통계체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상이한 경제체계 하에서 그 차이로 인한 통계 통합의 어려움과 특히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통합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SDGs 통합방안
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남북한 SDGs 이행 실태와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남
북한 공통 SDGs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통합방법을 검토한다. 제4장
에서는 추가적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한 남북한 가중치 자료 중 대표적 통계인 인구
와 GDP와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또한, 단순통합 지표인 5세
미만 유아 사망자 수를 사례로 들어 이 경우 남북한의 동일 지표를 합하면 통합이
가능하지만, 통계 작성과정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
본다. 끝으로 통계청의 북한통계 공표 및 작성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맺음말에서
추후 연구할 내용과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일부 검토하면서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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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남북한 통계체계 비교

제1절 북한 통계체계 특징

한 국가의 통계체계(statistical system)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제도 및 통계 작성
조직과 작성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의미한다. 먼저 북한의 통계제도 및 통계 작성
조직을 살펴보려면 사회주의 경제 국가는 전문 통계 작성 조직과 일반 행정 조직에
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전문 통계 작성 조직은 북한의 중앙 통계국(CB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을 의미
하며, 일반 행정 조직은 내각의 각 성(省)의 통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통계의 개념은 인민의 활동결과 또는 인민조직의 사업결과로서의 사회
경제 현상의 양적 측면을 수치로 측정한 자료이자 이를 보고하는 사업 및 이를 취급
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의 역할도 사회경제 현상의 양적 측면
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
도록 도와주어 국민경제 건설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통계의 종류도 대부분 통계보고와 통계조사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달리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은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
인 당-국가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
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의 중앙기관으로는 최고정책 기
조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인 최고인민위원회,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
고 사법기관 등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계제도 역시 전문 통계기구인 중앙통계
국과 각 省의 통계기능이 서로 병행하여 발전해 온 여타 사회주의 경제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실질적인 행정조직인 내각은 2018년 기준 8개 위원회, 32개 성(省), 2개 국, 1개
원, 그리고 1개 은행 등 4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북한의 중앙통계
국은 내각의 한 독립부처로 기능하는 국가통계기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통계는
중앙통계국이 국가 행정과 경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제
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록 1에 북한의 권력구조와 내각의 구성도를 첨부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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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2007)에서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면, 중앙통계국과 각 省의 통계기능의 역할
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중앙통계국이 각 성(省)의 통계기능을 포괄적으
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통계 조사 및 생산 그리고 분배 등에
있어서 내각의 각 성(省)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경제변수에 대해 관련통계를 수집하는 각 성(省)에서 내놓는 통계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통계의 수집 절차와 보고 양식도 각 성(省)에서 임의로
만들 뿐만 아니라 통계의 수집과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질서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
다. 즉, 중앙통계국과 같은 전문 통계기관의 조정 능력이 매우 미약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이 외부세계에 배포한 상당수의 통계는 중앙
통계국이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성(省)에서 직접 작성하여 각각
배포한 것들이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공식통계가 서로 모순되는 수치가 발표되기
도 하며, 동일한 지표의 값이 서로 다르게 발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주의 통계의 기본원칙은 당성의 원칙,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 시기성(시간
성)의 원칙 등이 있다. 당성의 원칙은 통계사업이 국민들에게 어떤 계급의 입장에서
수치를 제공하는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지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도 이에 대한 분
석평가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계사업에서 당
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통계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또한, 연구되는
현상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통계사업을 과학적 이치와 원리에
맞게 진행하며 현실을 어떤 과장이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
이 과학성, 객관성의 원칙이다. 끝으로, 국가 관리와 경제지도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때에 신속히 제공하는 원칙인 시기성은 통계자료의 실천적 의의를 규정하는 중요
한 징표의 하나이며,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발표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통계의 일원화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통계기관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통계기관의 통일적
인 지도 밑에 통계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통계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수집되고 생산되는 대부분의 통계는 ‘행정통계’이다.
즉, 북한의 통계는 통계 전문기관이 통계적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고 생산하는 경우
5)

실제로 1950년 발표된 내각 명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① 국가계획위원회 통계국을 종전과 같이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두되 전국 계산･통계 사업을 지도하
는 자주적 기관으로서의 중앙통계국으로 개편한다.
②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계획부서 내의 통계부서를 기초로 하여 도, 시, 군, 구역에 자주적인
통계기관을 조직하여 이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 직접 종속시킨다. (내각 결정 제 37호,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 조직에 대하여, 19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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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고 대부분 행정기관이 행정적 목적을 위해 수집하고 생산한 것을 의미한다. 북
한의 통계 수집절차는 내각의 각 성(省)이 행정적 목적을 위해 수집하고 생산한 행
정통계라는 사실이다. 통계 전문기관이 이를 분석하여 발표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이 생산한 행정통계를 통계적 차원에서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계는 사회적 현상과 과정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자 실천 활동수단으로서 사회적
으로 조직화, 계획화되어야 할 요구가 높아질수록 활동목표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써
기능한다. 이와 함께 내세운 목표의 수행과정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개선대책을 세
우기 위한 기초 수단으로서만 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경제주체들로부터 직접 통계를 수집
할 만한 조직적 능력과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이에 따라 통계의 수
집 자체는 행정기구인 내각의 각 성(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각의
각 성(省)의 통계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체 행정조직을 통해 경제주체들로부터 직접 통계를 수집한다.
② 이렇게 수집된 통계를 전문 통계기구인 중앙통계국에 보고한다.
③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통계를 생산·분배하는 기능 역시 수행한다.
①

각 내각의 성(省)이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는 작은 중앙통계국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성(省)의 통계 기구를 통해 수집되고
생산되며 분배되는 북한통계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
한 통계의 대다수가 그 수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대로 행정통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주체가 복수의 중첩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북한통
계는 그 수집 및 생산주체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실제 북한의 통계는 당성의 원칙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이나 시기성의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통
계기관체계의 일원화가 아닌 내각의 각 성(省)에 포함된 통계부서에서 각각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실상은 집중형 체계라고 부르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형태의
중첩적이면서 혼합된 작성체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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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한 통계체계 비교

남한에서의 통계 개념은 시간, 공간 및 속성이 규정된 집단에 대하여 집단의 현상
을 체계적인 숫자에 의하여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통계 개념
은 사람(인민)들의 활동결과 또는 사업결과로서의 사회경제현상의 양적 측면을 수치
를 통해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 또는 그것을 취급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러한 개념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주의 통계의 기본원칙 중 과학성, 객관성의 원칙
과 또 하나 지켜져야 할 원칙인 사회주의 통계의 일원화가 북한의 통계 개념과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내각의 각 성(省)에서 서로 다른 통계
를 작성하면서 과학적,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원화되지 못한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남한의 통계제도는 분산형 통계제도이며, 부처에서 담당분야 통계를 작성하고 있
고 통계의 종류도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1차 통계와 2차 통계로 구분되며 승인통계
와 비승인통계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통계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
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통계가 행정통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중형 통
계제도라고 보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형
태의 중첩적이고 혼합된 작성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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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남북한 SDGs 통합방안

제1절 남북한 SDGs 이행 현황
1. 우리나라의 SDGs

우리나라는 1996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체 혹은 기초지방자
치단체 자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지방의제 21’이 발표되었다.
2000년 MDGs의 등장으로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추진계획에 따
라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
다. 2002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JPOI: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을 발표하고 2005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06~10년)’을 수립했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공표하였고,
2008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녹색성
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본목표로 하여, 녹색기술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한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지속가
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었다. 새롭게 2011년
수립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의 내용은 사회적 형평성과 기후변
화 대응,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의 비전은 ‘환경･사회･경
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며,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3
차 기본계획은 UN SDGs 이행을 위해 이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였다. 이후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2018년 2월 국가지속가
능발전목표(K-SDGs )를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도로 5대 전략, 17개
6)

6)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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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를 선정하여 구축하게 되었다. 전제 지표 중 UN 글
로벌 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214
개 지표 중 143개 지표는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된 K-SDGs는 2020년에 1차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SDSN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DGs 지표와 목표값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한 방법 에 따라 SDGs 1, 4, 8, 9, 11, 16 목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SDGs 2, 3, 6, 7, 10, 12, 14, 15 목표는 불충분하고 SDGs 5, 13, 17 목표는 매우 불충
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표가 심각하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하한의 경우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6년에 자발적 국가평가(VNR)를 UN 고
위정치포럼(HLPF)에 제출한 바 있고 이미 SDGs 이행국별 평가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SDGs의 이행실적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참조).
SDGs의 포괄범위를 고려하면 SDGs 이행 주체가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이행
주체의 위상을 높여야 각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7)

2. 북한의 SDGs

북한은 2015년 SDGs 시행 이후 아직 VNR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7년 10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밝히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착수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에 북한의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UN 고위정치포럼을 주관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 보내는 서신을
통해 2020년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VNR을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1년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으로 전달한 바 있다.
북한의 SDGs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에 당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서 22년 만에 재등장한 장기 경제계획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선포했고 이
전략을 SDGs와 연계하였다. 이 전략은 2020년까지 수행되는 계획으로서 주요 목표는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국가 경제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다만 대북제재로 인하여 외화난
과 원유 등 에너지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어 북한은 국내 석탄 자원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경제 제재조치의 변화 없이는 각종 산업이 정상적으
7)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국가 지표별 평가를 위해 최악의 성과를 보인 지표를 기준으로 재조정.
0은 하한, 1은 매우 불충분한 지표 영역, 2년 불충분한 영역, 3은 양호한 영역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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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에서 활동하는 14개 유엔기구와 북한의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는 2016
년에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우선 전략’으로 ①식량 및 영양안보, ②사회
개발서비스, ③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 ④데이터의 개발 관리를 설정하고 각
각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북한 개발전략서 2017-2021’을 채택하고 공동합의문을 발
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식량 및 영양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UN은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북한은 ‘국가전략 및 계획 2014-2018’을 추진하는 등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인 사회개발서비스의 경우 UN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서비스 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인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 기후변화와 재난위험대비 수준을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UN에서 북한 환경 및 기후변화전망 보고서를 지원하고 북한비상사태 재난관리
국가위원회 발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개발관리 전략은 신
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UN에서 데이터수집, 분석 및 정책개
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SDGs 이행실태는 SDSN에서 발표되는 2018년과 2019년 글로벌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SDGs 4, 5 목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2018년 유일하
게 모범적으로 달성 중이던 SDGs 13과 6, 8, 11, 13, 15는 목표가 불충분한 수준이고,
SDGs 2, 3, 7, 9, 14, 16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SDGs 1,
10, 12, 17 목표는 심각하게 불충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북한의 SDGs 데이터 확
보율이 전체 지표의 50%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정량적 비교는 어려운
수준이다.
2019년 10월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SDGs에 관하여 북한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6개국(남한,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이 참여한 ‘동북아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어 SDGs에 관한 진척도를 보고하였는데, 북한은 2018년 8월
NTF(National Task Force)를 구성하였으며, 적용 가능한 지표로 130개를 지정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SDGs를 분명하게 수립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발전목표 및 관련 계획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북한의 통계작성체계의 특징과 중앙통계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어
서 추진결과가 얼마나 만족스러울 지는 2021년 제출되는 VNR을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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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한 공통 SDGs 지표
1. 공통 SDGs 지표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는 2020년 3월 25일에 UN
SDGs 사이트 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등록한 SDGs 지표를 조회한 것을 근거로 분
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한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K-SDGs 지표체계가 아니
라 UN SDGs 지표체계에 우리나라 통계 작정기관에서 제공한 통계와 북한 통계 작
성기관에서 제공한 SDGs 지표(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해당 사이
트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SDGs 지표(관련 통계) 담당자들이 수시로 지표(관련 통계)
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출처를 미리 밝힌다. 우
리나라의 경우 UN SDGs 사이트에 등재 된 지표(관련 통계) 개수는 총 307개이며,
지표(관련 통계) 중 서로 다른 SDGs 목표에 두 번 이상 중복되어 등재된 지표(관련
통계)는 총 26개인데, 그 중에서 13개는 세 번씩 중복되어 있고, 13개는 두 번씩 중
복되어 있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지표(관련 통계) 개수는 268개이다. 북한의 경우 UN
SDGs 사이트에 등재된 지표(관련 통계) 개수는 총 160개인데, 지표(관련 통계) 중 서
로 다른 SDGs 목표에 두 번 중복되어 등재된 지표(관련 통계)는 총 6개이다. 그러므
로 중복된 지표(관련 통계)를 제외하면 총 154개이다.
남북한 통합대상인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북
한에서 등재한 SDGs 지표(관련 통계)들 중에서 관련 통계의 영문 코드 (예를 들어
2.1.1 지표의 경우 SN_ITK_DEFC)와 관련 통계의 설명문이 같으면, 통합 가능후보 지
표(관련 통계)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남북한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의 개수는 총 113개이다.
8)

9)

10)

2. 통합방법

남북한 통합대상인 총 113개의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를 통합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단순통합방법과 가중평균 통합방법 그리고 기타 통합방법이 있다. 그 중
단순통합방법의 하나는 O/X 여부 표시지표 중 남북 일치 지표(관련 통계)를 단순히
8) 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등재’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빈칸이나 NA와 같이 통계수치가 없는 경우도 있음
10) 유엔 SDGs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에는 관련통계 영문코드를 ‘SeriesCode’라고 적혀있고, 관련통계 설
명문을 ‘SeriesDescription’라고 표현하고 있음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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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을 한 나라로 취급하여 통합하는 방법으로 총 6개 통계가 해당된다. 두
번째 단순통합방법은 관련 통계의 수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총 27개 통계가 해당된
다. 가중평균 통합방법은 남한과 북한 각각의 관련 통계 수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을 통해 통합하는 방법으로 총 46개 통계가 이 방법을 이용하여 통합된다. 세 번째
는 지표(관련 통계)의 특성 상 각각의 통합방법에 따라 남북한 통합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통계들이 총 2개 있다. 각 통합방법별로 관련 통계들을 분류하여 부록 4-3에 정
리하였다.
끝으로 지표(관련 통계)의 정의상 통합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총 32개가 있다. 일
부는 통계 산식에 포함된 각종 자료들이 너무 다양해서 이들 자료들을 북한에서 구
하기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들도 있다. 또한, 일부 지표(관련 통계)는
북한의 지표(관련 통계) 수치가 보고되지 않아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각각의
방법별 SDGs 지표(관련 통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남북한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 방법은 SDGs 지표의 글로벌 메타데이터에 수록된 지역 집계
(regional aggregates) 방법을 일부 차용한 것이다. 지역 집계 방법은 가중 평균 방법에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가. 남북 일치 지표

우선,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중 O/X 여부를 나타내는 0과 1의 표시가 일
치하는 지표를 단순히 남한과 북한을 한 나라로 취급하여 통합하는 단순통합방법으
로,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한 지표(관련 통계)들은 총 6개로 <부록 표 4-1>에
수록하였다. 지표 15.6.1의 관련 통계 3개가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SeriesCode가 ‘ER_CBD_ABSCLRHS’인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기구
(ABS)에 남한과 북한이 모두 보고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0(=아니오)으로 통합이 가능
하다. 그리고 SeriesCode가 ‘ER_CBD_PTYPGRFA’의 경우 남한과 북한이 모두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PGRFA)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므로 1(=예)로
통합이 된다. 또한, SeriesCode가 ‘ER_CBD_ORSPGRFA’인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PGRFA)에 관한 국제조약을 맺고 프레임워크 및 조치를 갖는지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이 모두 동일하게 조치를 갖지 않은 국가이므로 0(=아니오)으로 통합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표 15.8.1의 관련 통계 1개와 지표 17.18.3의 관련 통계 2개
가 추가로 통합된다.

나. 합산방법

두 번째 단순통합방법인 합산으로 통합되는 지표들을 살펴보자. 남북한 통합대상
인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 중 합산하기만 하면 통합이 되는 지표(관련 통계)들
은 <부록 표 4-2>에 수록하였는데, 총 27개 지표(관련 통계)이다. 이들 중에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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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eriesCode가 ‘SN_ITK_DEFCN’인 영양결핍인구 수(백만 명)와 같이 수치 지표
(관련 통계)들이 대부분이며, 남한 SDGs 지표(관련 통계)와 북한 SDGs 지표(관련 통
계)를 합하기만 하면 통합 지표(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단순통합
방법을 이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SDGs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은 쉽게 가능하지만 북
한의 통계수치의 신뢰성과 가용성 측면에서 검토를 통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각
지표(관련 통계)마다 북한의 통계생산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의 통계생산 체계의 배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성을 이해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한 통계 통합이 가능하다. 하나의 사례로서 5세 미만 유아 사망자 수를 검토하
였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계작성체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
례가 될 수 있어 제4장에서 살펴보았다.
2.1.1

다. 가중평균방법

한편, 남한과 북한 각각의 관련 통계 수치를 가중평균방법을 이용하여 통합할 수
있는 SDGs 지표(관련 통계)들은 총 46개이며, <부록 표 4-3>에 지표(관련 통계) 목록
을 정리하였다. 이들 SDGs 지표(관련 통계)들은 대부분 비율 지표(관련 통계)로서 해
당 지표(관련 통계)의 분모가 가중치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1.4.1 지표의 관련 통계 중 하나인 위치별 기본 식수 서비스를 사용한
인구 비율 즉, 식수보급률(지역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본 식수 서비스 접근 가능한 인구
식수보급률 지역별    × 
총 인구

식에서, 분모로 사용된 총인구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지표(관련 통
계)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식수보급률 



기본 식수 서비스 접근 가능한 북한인구
북한 총인구 ×  × 
북한 총인구






기본 식수 서비스 접근 가능한 남한인구
 남한 총인구 ×  × 


남한 총인구

북한 총인구  남한 총인구 

이와 같이 인구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가중평균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표(관련
통계)들이 총 23개 지표(관련 통계)들이다. 우선 살펴볼 지표(관련 통계)는 1.4.1 지표
관련 2개의 통계인데, SeriesCode가 ‘SP_ACS_BSRVH2O’인 식수보급률(지역별)과
SeriesCode가 ‘SP_ACS_BSRVSAN’인 기초 위생 서비스 보급률(지역별)이다. 그런데,

16

연구보고서 2020-02

북한의 인구통계는 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작성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
이나, 북한의 경우 철저한 계획경제를 실시함에 따라 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인구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통계인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인구를 파악하
고 있다. 인구통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 외에도
지표 3.5.2.의 ‘SH_ALC_CONSPT’인 연앙인구 기준 1년 내에 1인당 알코올 소비량(15
세 이상) 통계는 가중치로 UN 세계 인구 예측치(World Population Prospect)의 연앙인
구를 이용한다.
출생아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방법으로 통합되는 지표(관련 통계)는 총 4개가 있
는데, 먼저, 3.2.1 지표의 ‘SH_DYN_MORT’인 성별에 따른 출생아 1,000명당 5세 미
만 사망률과 ‘SH_DYN_IMRT’인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 등이 있으며 가중치
로 출생아수를 이용한다. 이 외에도 지표 3.1.1의 관련 통계인 출생아 100,000명당 임
산부 사망(임신 또는 출산 및 출산 종료 후 42일 내 사망)률과 지표 3.2.2의 관련 통
계인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등도 가중치로 출생아수를 이용한다.
GDP를 이용하여 가중평균방법으로 통합되는 지표(관련 통계)는 총 3개이다. 그
중 9.2.1 지표의 ‘NV_IND_MANF’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로 역시 가중치
로 2010년 기준 미국 달러로 평가한 실질 GDP(USD Conctant 2010 GDP)를 이용한다.
이러한 가중치를 이용하는 통계는 8.4.2. 지표의 ‘EN_MAT_DOMCMPG’인 원료 유형
별 GDP 단위당 국내 재료 소비량이다. 8.4.2. 지표의 해당 통계는 12.2.2. 지표에도
같은 통계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부문 2010년 기준 미국 달
러로 평가한 실질 GDP(제조업 USD Conctant 2010 GDP)를 가중치로 이용하는 통계
는 지표 9.4.1 관련 통계로 제조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이다. 또
한, 같은 지표 9.4.1의 ‘EN_ATM_CO2GDP’인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는
가중치로 2010년 기준 구매력 평가에 미국 달러 환율을 이용한 GDP 단위를 이용하
고 있다. 끝으로 1차 에너지의 에너지 강도 수준이라는 통계는 지표 7.3.1의
‘EG_EGY_PRIM’인 SeriesCode를 사용하는데, 가중치로 2011년 기준 구매력 평가에
미국 달러 환율을 이용한 GDP당 메가 줄(mega joule)을 이용하고 있다. SDGs 지표에
서 가중치는 모두 국제기구에서 도출한 GDP 수치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통합
을 하려면 북한 당국의 GDP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통합작업을 위해서 필
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통계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국민계정체계의 GDP 수치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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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SDGs 지표(관련 통계) 중 2개 지표(관련 통계)는 남북
한이 보고하고 있는 SDGs 지표(관련 통계)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가중평균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표(관련 통계)들이어서 당장 통합이 가능한 지표들이다. 해당하는
통계는 먼저, 지표 5.5.1.의 ‘SG_GEN_PARL’인 국회 여성 의석 비율로 같은 지표
5.5.1의 ‘SG_GEN_PARLNT’인 국회의원 수 (수)를 가중치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
표 15.4.2.의 ‘ER_MTN_GRNCVI’인 마운틴 그린 커버 인덱스는 같은 지표 15.4.2.의
‘ER_MTN_TOOTL’인 산악지역(평방 킬로미터)를 가중치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지표
(관련 통계)는 가중평균에 필요한 가중치 즉, 필요자료에 SDGs 지표(관련 통계)의 명
칭과 SDGs 지표(관련 통계)의 SeriesCode를 병기하였다.
이들 지표(관련 통계) 이 외에 다른 지표(관련 통계)들은 가중치로 남북한의 총면
적, 해양지역 범위 넓이, 전체 산림면적 보호지역 면적, 토지면적, 적색목록 평가 멸
종위기종 수, 재생가능한 담수량 자원과 환경적 요구 수량, 총 최종 에너지 소비량,
고용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가중평균방법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자료 중에서 북한 자료의 가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4장에서 인구통계
와 GDP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머지 가중치 자료 중에서도 일부 북한 자료는 신뢰성
에 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해서 제5장에서 언급하였다.

라. 기타 통합방법

기타 통합방법으로 통합해야 하는 지표(관련 통계)는 총 2개 있는데, 이들 목록은
<부록 표 4-4>에 수록하였다. 우선, 지표 8.1.1.의 ‘NY_GDP_PCAP’인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이다. 이 통계의 통합방법은 남한과 북한의 실질 GDP를 합산
하고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산한 후에, 통합 실질 GDP를 통합 인구로 나누어 통합
1인당 실질 GDP를 우선 구해야 한다. 도출된 통합 1인당 실질 GDP를 가지고 연간
성장률을 구해야 통합 통계를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타 통합방법으로 통합해야 하는 지표(관련 통계)는 지표 15.2.1.의
‘AG_LND_FRSTCHG’인 산림면적의 5년간 연평균 순 변화율이다. 남북한 통합 산림
면적을 합산하고 통합 산림면적의 5년간 연평균 순 변화율을 도출해야 통합 산림면
적의 5년간 연평균 순 변화율 통계를 도출할 수 있다.

마. 통합불가

끝으로 남북한 통합 가능한 SDGs 후보 지표(관련 통계) 중 32개는 통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이들 목록은 <부록 표 4-5>에 수록하였다. 지표 2.3.1의
SeriesCode가 ‘PD_AGR_SSFP’인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생산성(1일 농업생산, PP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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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치가 없어 통합이 불가능하였다. 7개 지표(관련 통계)가 이런 경우에 해당
되며 ‘북한자료 입력자료 없음’라고 표시하였다. SDGs 지표(관련 통계)가 국가별 통
계이거나 국가별 국제협약 또는 의정서 준수 점수여서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총 7
개이다. 이 중 지표 12.4.1의 관련 통계 4개는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
한 바젤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에 대하여 국가별
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점수를 통합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합불가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지표 15.6.1의
‘ER_CBD_SMTA’인 식품 및 농업용 식물유전자원을 국가로 이전하는 총 보고된 표
준 물질 이전 협약(SMTA) 수에 관한 통계에서 북한은 보고건수가 없으나, 우리나라
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한 통계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남북한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이 불가능한 통계 중에는 북한의 상세
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한 통계들이 총 3개가 있다. 지표 6.5.1의
‘ER_H2O_IWRMD’인 통합 수자원 관리 구현 정도에 대한 백분율 점수로 나타나는
통계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서 4개 분야 32개 문항에 대해 국가단위로 측정된 자료
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세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통계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지표 3.8.1의 ‘SH_ACS_UNHC’인 필수 보건 서비
스의 보장 지수와 6.4.1의 ‘ER_H2O_WUEYST’인 물 사용 효율 등도 동일한 이유로
통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거나 법률 제정 시기가 상이하기 때
문에 통합불가로 판단한 경우가 총 4개이다. 지표 15.6.1의 ‘ER_CBD_NAGOYA’인 나
고야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인지에 대한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1이지만, 북한은
해당되지 않아 0으로 표시되고 있다. 지표 15.8.1의 ‘ER_IAS_LEGIS’인 외래종의 침입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통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제정한 반면에
북한은 2016년에 제정하여 제정시기가 달라서 통합이 불가능하였다. 지표 17.18.3의
관련 통계 2개도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통계 중 첫 번째 통계의
SeriesCode가 ‘SG_STT_NSDSFDDNR’인 국가통계 계획을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서 작성한 국가인지 여부에 대한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0이고 북한은 기부를 받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1이므로 서로 수치가 달라
통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SG_STT_NSDSFDGVT’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가
통계 계획이 있는 국가인지 여부에 대한 통계에서는 앞서의 통계와 반대로 우리나라
는 1이고 북한은 0이므로 서로 수치가 달라 통합이 불가능하다.
한편, 통계의 도출 산식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한 통계가 총 6개이다. 이들
통계 중에서 키 생물 다양성 지역(Key Biodiversity Areas, KBA)과 관련된 통계가 총
4개 포함되어 있는데, 지표 14.5.1의 1개 통계와 지표 15.1.2의 2개 통계 그리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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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개 통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통계들은 도출 산식이 없어서 남북한
통계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3.d.1의 ‘SH_IHR_CAPS’인 IHR 능력 유형별 국제
건강 규정(%)과 10.a.1의 ‘TM_TRF_ZERO’인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비율도 도출
산식이 없어서 남북한 통계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DTP 3회 용량과 홍역 백신 2차 접종의 표적 집단은 남북한 모두 제도상
으로는 접종 연령대를 알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실제로는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표적 집단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해당 통계는 지표 3.b.1의 2개 지표가
해당된다. 또한, 지표 11.6.2의 ‘EN_ATM_PM25’인 도시인구의 연간 평균 미립자 수준
통계는 남북한의 도시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통합이 불가능하다. 지표 3.3.3의
‘SH_STA_MALR’의 위험에 처한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위험지역을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에서 정한 위험지역 정의를 알 수
없어 가중치인 위험지역 인구 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북한 통합이 불가능하
다. 끝으로 지표 2.1.1의 SeriesCode가 ‘SN_ITK_DEFC’인 영양 부족의 유병률은 북한의
영양 상태별 인구분포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통합불가로 판단하였다.
15.4.1

제3절 남북한 통합 SDGs 지표(관련 통계) 분류
1. 글로벌 SDGs 지표 티어 분류

는 효율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각 지표별로 담당 국제기구(custodian
agencies)를 지정하여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
도록 하였다. 또한, 지표 산출 방법론 개발 여부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3개의 티어
(Tier)로 지표를 분류하였다. 티어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티어 1은 개
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들이 해당된다. 또한, 티어 2는 개
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지표들이 해당된다. 티어 3은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 단계인
지표들이 해당된다.
IAEG-SDGs

20

연구보고서 2020-02

<표 3-1> 글로벌 SDGs 지표 티어 분류

(개, %)

출처: 박영실 외(2019)

이 분류에 따르면, 232개 지표 중 티어 1에는 93개, 티어 2에는 72개, 티어 3에는
62개가 속하며, 5개 지표는 하나의 지표가 2개 이상의 티어로 분류된다.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지표 산출이 가능한 경우(티어 1)는 전체 지표의 4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남북한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 티어 분류

남북한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들도 통합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3개의 티어로
분류할 수 있다. 티어 1은 남북한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방법이 단순하며, 당장 통합
이 가능한 지표(관련 통계)들이 해당된다. 티어 2는 남북한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방
법은 알 수 있지만, 통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남북한의 통계를 구해야 하는
통계들이 있다. 티어 3은 남북한 지표(관련 통계)의 성격상 통합이 불가능한 지표(관
련 통계)들이 해당된다. 일부 지표(관련 통계)는 지표의 성격은 티어 2이지만, 북한이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기준이 없어서 티어 3으로 분류한 것들도
일부 있다. 각 통합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분류한 티어그룹은 부록 4-3에 정리하였다.
남북한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방법 관련 티어 1에는 남북 일치 지표
(관련 통계) 6개 통계와 합산방법 적용 지표(관련 통계) 27개 그리고 가중평균방법
적용 지표(관련 통계) 중에서 현재 남북한 공통 SDGs 관련 통계를 가중치로 활용하
는 2개의 관련 통계 등 총 35개 관련 통계가 해당된다. 티어 2에는 나머지 가중평균
방법 적용 지표(관련 통계) 44개와 기타 통합방법을 활용하는 1인당 실질 GDP의 연
간 성장률과 산림 면적의 5년간 연평균 순 변화율 등 2개 관련 통계로 총 46개 관련
통계가 포함된다. 티어 3에는 남북한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 중에서 산식이 없
어서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관련 통계 성격상 국가단위 통계거나, 국가별 국
제협약 준수 정도에 관한 점수이므로 통합이 불가능한 통계이다. 그리고 일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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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는 지표의 성격은 티어 2이지만, 북한이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티어 3으로 분류한 것들도 9
개가 포함되어 있다.
(

<표 3-2> 남북한 공통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방법 관련 티어 분류

(개, %)

113(100.0)

제4절 남북한 통합 SDGs 지표(관련 통계) 도출
1. 남북한 일치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가 일치하는 경우 단순히 남
한과 북한을 한 나라로 취급하여 통합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 지표
(관련 통계)들은 총 6개이고 관련되는 지표는 총 3개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표는
지표 15.6.1로 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지표의 관련 통계 중 남북한
값이 일치하여 통합되는 관련 통계는 총 3개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련 통계는,
영문코드: ER_CBD_ABSCLRHS
통계설명: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기구(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에 보고되는 입법, 행정, 정책 및 조치를 가진 국가(1:예, 0:아니오)
해당 관련 통계는 남북한 모두 2012년에 ABS에 보고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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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이다.
두 번째 관련 통계는,
영문코드: ER_CBD_ORSPGRFA
통계설명: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준수에 관한 온라인 보고시스템
을 통해 보고하는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 및 조치를 가진 국가(1:
예, 0:아니오)
해당 관련 통계는 남북한 모두 2016~2018년까지 ITPGRFA 준수에 관한 온라인 보
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프레임워크 및 조치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이다(남한은 2019년에도 아니라고 응답하였음).
세 번째 관련 통계는,
영문코드: ER_CBD_PTYPGRFA
통계설명: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체결국(1:체결, 0:미체결)
해당 관련 통계는 남북한 모두 2012~2018년까지 ITPGRFA 체결국이라고 응답하였
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이다.
두 번째 살펴볼 지표는 지표 15.8.1로 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
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지표의 관련 통계 중 남북한 값이 일치하여 통합되는 관련 통계는 총 1개로 다음과
같다.
관련 통계는,
영문코드: ER_IAS_NBSAP
통계설명: 국립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
획에 명시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9와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1:예, 0:아니오)
해당 관련 통계는 남북한 모두 2016년에 국립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이 아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9와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라고 답변하였기에 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이다.
세 번째 살펴볼 지표는 지표 17.18.3으로 지표는 ‘재원별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
여 국가통계계획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지표의 관련 통계 중 남북한 값
이 일치하여 통합되는 관련 통계는 총 2개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련 통계는,
영문코드: SG_STT_NSDSFDOTHR
통계설명: 기타 예산지원을 받아서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1:예, 0: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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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련 통계는 남북한 모두 2018년에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기타 예산지원
을 받아서 갖춘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이다.
두 번째 관련 통계는,
영문코드: SG_STT_NSDSIMPL
통계설명: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이행 중인 국가(1:예, 0:아니오)
해당 관련 통계는 남북한 모두 2018년에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답변
을 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이다.
2. 남북한 합산방법 이용: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

합산방법으로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가 통합이 되는 지표들은 총 27개 지
표(관련 통계)이고 관련되는 지표는 총 18개이다.
첫 번째 지표는 2.1.1로 지표는 ‘영양부족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지표의 관련 통
계 중 남북한 값을 합산하여 통합되는 관련 통계는 총 1개로 다음과 같다.
영문코드: SN_ITK_DEFCN
통계설명: 영양결핍인구 수 (백만 명)
영양결핍인구 수의 남북한 및 통합 통계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영양결핍인구 수의 남북한 및 통합 통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한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북한

8.6

8.6

8.3

8.1

8.1

8.4

9.0

9.5

9.9

10.2 10.3 10.3 10.4 10.4 10.6 10.8 11.0

통합

8.6

8.6

8.3

8.1

8.1

8.4

9.0

9.5

9.9

10.2 10.3 10.3 10.4 10.4 10.6 10.8 11.0

주: 남한과 북한은 영양결핍인구 수의 남한과 북한의 통계이고, 통합은 남북한 통합 영양결핍인구 수임

남한의 영양결핍인구 수는 2012년까지 1,2백만 명보다 적었고, 최근에는 1,3백만
명보다 적어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통합 영양결핍인
구 수는 북한의 영양결핍인구 수와 동일하다.
두 번째 지표는 3.2.1로 지표는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을 나타낸다.
지표의 관련 통계 중 남북한 값을 합산하여 통합되는 관련 통계는 총 2개로 다음과
같다.

24

연구보고서 2020-02

영문코드: SH_DYN_IMRTN
통계설명: 영아 사망자 수 (명)
해당 통계는 성별 영아 사망자 수를 측정하는데, 전체 영아 사망자 수의 남북한
통계와 통합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전체 영아 사망자 수의 남북한 및 통합 통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남한 3,721 3,367 3,048 2,756 2,490 2,257 2,059 1,900 1,777 1,682 1,606 1,540 1,476 1,409 1,337 1,262 1,186 1,113 1,044
북한 18,344 15,863 13,624 11,863 10,609 9,844 9,481 9,183 8,854 8,464 7,949 7,375 6,798 6,306 5,888 5,574 5,290 5,070 4,842
통합 22,065 19,230 16,672 14,619 13,099 12,101 11,540 11,083 10,631 10,146 9,555 8,915 8,274 7,715 7,225 6,836 6,476 6,183 5,886
주: 남한과 북한은 남한과 북한의 영아 사망자 수(명)이고 통합은 남북한 통합 영아 사망자 수(명)임

<그림 3-1> 영아 사망자 수: 남북한 통계 및 통합 통계

표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영아 사망자 수는 2000년에 3,722명에서 2018년 1,044명
으로 2000년 영아 사망자 수 대비 2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북한 전체 영아 사망
자 수도 2000년 영아 사망자 수 대비 26.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영아 사망
자 수는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감
소하여, 통합 영아 사망자수도 22,065명에서 5,886명으로 2000년 통합 영아 사망자수
대비 26.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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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가중평균 방법 이용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

가중평균 방법으로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가 통합이 되는 지표들은 총 46
개 지표(관련 통계)이고 관련되는 지표는 총 32개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남북한
가중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통계의 작성방법과 세부 통계
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SDGs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있지만 SDGs 지
표를 작성하기 위한 관련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통
계에 대한 작성산식을 SDGs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으면서 또한,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분모로 이용된 통계가 SDGs 지표인 경우에만 본 연구에서
통합하여 통계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통합이 가능한 관련 통계는 총 2개이고 관련되
는 지표는 총 2개이다.
첫 번째 지표는 5.5.1로 지표는 ‘국회 여성의석 비율’을 나타낸다. 지표의 관련 통
계 중 남북한 값을 합산하여 통합되는 관련 통계는 총 1개로 다음과 같다.
영문코드: SG_GEN_PARL
통계설명: 여성 국회의원 수 (전체 의석수 대비 비율)
통계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성 국회의원 수
여성 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 수

식에서, 분모로 사용된 총 국회의원 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지표
(관련 통계)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 여성 국회의원 수   



북한 여성 국회의원 수
북한 국회의원 수 ×  × 
북한 국회의원 수






남한 여성 국회의원 수
 남한 국회의원 수 ×  × 


남한 국회의원 수

북한 국회의원 수  남한 국회의원 수 

식에서 사용한 남북한 국회의원 수는 지표 5.5.1의 관련 통계 ‘총 국회의원 수
(명)’(영문코드: SG_GEN_PARLNT)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
계를 도출한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 수(%)의 남북한 통계와 통합 통계를 표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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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여성 국회의원 수(%)의 남북한 및 통합 통계와 남북한 총 국회의원 수
'00

'01

'02

'03

'05

'06

'07

'08

'09

'10

남한

3.68

5.86

5.86

5.86

13.04

13.38

13.38

14.38

13.71

14.72

북한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15.58

통합

15.11

16.04

16.04

16.04

17.95

18.05

18.05

18.36

18.15

15.32

남한_총

299

273

273

273

299

299

299

299

299

299

북한_총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1

'12

'13

'14

'15

'16

'17

'18

'19

남한

14.72

14.72

15.67

15.67

16.33

16.33

17.00

17.00

17.11

북한

15.58

15.58

15.58

15.58

16.30

16.30

16.30

16.30

16.30

통합

15.32

15.32

15.60

15.60

16.31

16.31

16.51

16.51

16.55

남한_총

299

299

300

300

300

300

300

300

298

북한_총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주: 남한과 북한은 남한과 북한의 여성 국회의원 수(%)이며, 통합은 남북한 통합 여성 국회의원 수(%)이고, 남한_총과 북한_
총은 남한과 북한의 총 국회의원 수임

<그림 3-2> 남한과 북한의 여성 국회의원 수(%)와 통합 여성 국회의원 수(%)

표를 살펴보면 총 국회의원 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
면에 남한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3.68%에서 17.11%까지 크게 증가되었고 이와 대
조적으로 북한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20.09%에서 16.3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남북한 통합 여성 국회의원 수(%)는 15.11%에서 16.5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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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남북한 SDGs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

제1절 북한 인구통계

북한의 인구통계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민등록통계와 UN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인구센서스로 구분할 수 있다. 공민등록통계는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
한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즉, 북한의 각 가구는 가구 구성원 가운데
출생이나 사망과 같이 인구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실을 10~1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구 구성원이 출생할 경우에는 가구주
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입증하는 출생증명서를 발부 받아 리(里) 인민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里 인민위원회는 가구주로 하여금 이 증명서를 기반으
로 하여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접수 확인서를 발부해준다. 가구주는 이 확인서를 거주지 분주소(경찰
서)에 제출하고 날인을 받은 후, 소속 기관에 제출한다. 이로써, 새롭게 출생한 가구
원의 이름을 직장이나 기관의 식량배급대장에 올리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된
다. 각 단계별로 해당 기관들은 새로운 출생 사실을 자체 조직을 통해 상부에 보고
하는데, 먼저 해당 의료기관은 출생 자료를 보건성에 보고하게 되고, 군(郡) 인민위
원회의 통계부서에게 소속된 리(里)의 출생에 관한 통계를 보고하는 것은 소속된 리
(里)의 분주소가 담당한다. 이러한 공민등록통계는 1980년대 말 북한이 UN에
1947~1987년 기간의 통계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1989년, 1996
년, 1999년 그리고 2000년 자료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1987년 공민등록통계에서 전체 인구규모의 문제점은 군대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인구가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이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인구에게 공민증을 발급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민등록통계에서 작성된 남녀성비는 1970년대 이후 징
집 연령대에서 뚜렷하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을 사실이라
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軍 인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軍 인
구를 구성하는 연령대의 비정상적인 남녀 성비를 일반적인 인구모델 등을 이용해 추
론한 동일 연령대의 이상적인 남녀성비와 서로 비교하면, 군대(대표적인 집단시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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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구)로 인해 북한의 성비 계산에서 누락된 사라진 인구 즉, 軍 인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erstadt와 Banister(1992)는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1987년 북한의 軍 인구가 최
대 117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낸 논문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북한의 통계 당
국이 과학적인 추정방법을 통해 軍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
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최고 기밀 사항으로 취급되는 군대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리
없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의 인구통계는 UN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인구센서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인구센서스는 1993년과 2008년에 시행되었다. 1993년에 북한은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까지의 인구통계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무엇 때문에 자국의 중요한 통계인 인구통계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UN에 제출하면서까지 인구센서스를 추진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다
만 1989년 동구권 공산당 일당 독재가 붕괴하였고, 1991년에는 소련이 붕괴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 붕괴로 인하여 고립된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중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지원을 끊으면서 북한의 경제상황
이 안 좋아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공민등록통계와 내각의 각 성(省)의 통계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인구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
국단위 인구총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연령별, 성별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지역별 총인구
규모에만 포함된 미분류(unallocated) 인구가 69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이석(2011)은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집단시설 가구의 인구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와
집단시설 가구를 모두 포함한 성별･연령별 총인구에서 일반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지
역별 성별･연령별 총인구를 차감하여, 군(軍)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70만 명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문제는 1993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민간인구만 포함하고 있는 지역별, 연령
별, 성별 인구에 남녀 성비를 이용한 군(軍) 인구 추출방법을 원용하여 해당 연도의
군(軍) 인구를 추정하면 정확하게 69만 명이라는 수치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우연이
라고만 보기에는 조작된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2008
년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도 징집 연령대의 남성인구 대비 남성군인의 비중이 북한 군
대의 복무연한(10년) 등을 고려해도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UN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의 2019
11)

11)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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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정판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연령별 성비를 나타내주는 인구 피라미드를 부
록 4-2에 수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구피라미드는 남한의 인구피라미드 안쪽
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 북한 인구는 25,336,011명이고, 남한 인구는 51,224,966명이
며, 통합 인구는 76,560,977명이다. 북한은 여성이 13,112,171명으로 남성보다 더 많아
51.09%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남한은 50.07%의 비중을 차지한 남성이 255,649,316명
으로 여성보다 더 많았고, 통합 인구에서는 여성이 38,687,821명으로 50.3%를 차지해
남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가장 큰 특징은 2019
년 인구 피라미드에서 1세부터 99세 그리고 100세 이상에서 단 하나의 연령에서도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적은 구간이 없는데, 0세 즉, 2019년 신생아 수에서 북한
의 신생아 수가 남한의 신생아 수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만 보면, 북한은 356,200명이고, 남한은 332,200명으로 남
한이 북한보다 신생아 수가 적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별로 봐도 동일하게 차이가 발
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결과가 초래한 남북 간 신생아 수 역
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북한의 연령별, 지역별 총인구: 1993년, 2008년 비교
(단위: 천 명)

1993년

2008년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연령별 인구

9,678

10,845

20,522

11,722

12,330

24,052

지역별 인구

10,330

10,884

21,213

11,059

12,290

23,350

652

39

691

663

40,023

702

차이

출처: 허소영(2010), 정영철(2015)

표 4-1>에서 1993년과 2008년 모두 연령별, 지역별 인구 통계에서 약 70만 명 정
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93년은 지역별
인구가 연령별 인구보다 많게 조사되었다. 반면에 2008년은 반대로 지역별 인구가
연령별 인구보다 적게 조사되었다. 이는 1993년 인구센서스에서는 가구원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가구에서의 거주 유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에, 2008년 센서스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
닐까 추정된다. 특히 연령별 성비가 1993년에는 군대 징집 연령대인 15~24세 연령대
에서 76.9까지 하락하였으나 2008년에는 이러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1993년 센서스에서는 집단거주자들을 지역별 인구집단으로 분류했던 반면
에 2008년에는 가구조사의 항목에 분류하여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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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석(2011)은 25~34세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대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 인구를 인구센서스
에서 유추되는 70만 명이 아닌 116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 세
이가쿠인대학교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는 70만 2,372명이라고 추산하고 있고,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2015년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70만 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주: 통계청과 유엔 모두 중위 출산율 기준임
자료: 통계청, 유엔
출처: 최지영(2015)

<그림 4-7> 통계청과 유엔의 북한 인구통계 비교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과 UN인구국은 북한의 공민등록통계와 인구센서스를 바탕
으로 북한의 인구(민간인 인구)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1993년과 2008
년 UN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여 1993∼2008년 기간의 인구를 추정하고, 2008∼2050년
기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UN의 북한 인구 추계는 세계
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50∼2100년의 인구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추계방법은 인구통계는 과거인구를 소
급한 추정인구(estimated population)와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별 가정에 따라
추계한 장래 인구규모인 추계인구(projected population)로 구분된다. 2012년 개정판의
경우 1950∼2010년 기간의 인구를 추정하고, 2011∼2100년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청과 UN인구국의 통계는 이용된 자료 및 추계
시 도입된 가정이 서로 다르고 다른 추정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림 4-7]과 같이 차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31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UN은 출산율에 대하여 고위, 중위, 저위, 불변, 대체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있다. 사망률은 고정하여 추정하고 있고, 인구이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활용
하여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반면에 통계청의 북한 인구 추계는 1993년과 2008년의
북한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총조사과에서 추계한 자료이다. 출생에 대하여 고
위, 중위, 저위, 불변 등 4가지 시나리오와 사망에 대한 중위, 정위, 불변의 3가지 시
나리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간 순 탈북자 규모를 유지할 경우를 국제이
동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총 12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추계하고 있고, 출산율과 사
망률 각각 중위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북한통계 포털을 통해 공개하
고 있다.
총인구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 기준 북한의 총인구를 24,187천 명, UN은 24,549
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통계청은 2037년, UN은
204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인 변화 패턴에서는 두 통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에 대해 통계청과 UN은 서로 동일한 의견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UN과 통계청의 북한 총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1993~00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도출한 결과 1.08%와 1.05%로 나
타났고, 2000~10년의 인구증가율은 0.69%와 0.64%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구가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인구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남북한 SDGs 통합지표 후보 중 23개는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
를 알아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총인구를 정확하게 추정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밀 사항인 북한 군대의 규모를 정확히 알아내야 하는 문제
가 있다.
제2절 북한 GDP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재생산체계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해 왔다. 해방 직후 소련 군정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하였으나, 전
후 복구사업에 치중했던 시기에는 계획경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
한 체계와 방법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체계
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것은 1962년부터다. 공업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농업
부문에서는 ‘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지도체계를 준비하면서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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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부문의 경우,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존에 공장의 경영과 관련된 책임이 지배
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장의 최고 경영자인 지배인을 비롯하여 기사장, 기
술자, 근로자 및 정치적 지도를 담당하는 당 및 행정 간부까지 참여하는 공장당위원
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농업부문의 경우, ‘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도입하였고, ‘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
에 대한 지도기능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기관에서 협동농장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중심기구로 역할을 확대하였다.
북한의 계획적 경제관리 방식의 체계와 방법에 관한 논리적 체계를 갖고 경제운
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계획의 일원화’와 ‘계획의 세부화’라
는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인민경제계획을 경제의
각 부문과 단위들이 자의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국가의 의도와 요구대로 수립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과 집행 그리고 감독의 전권을 부여받고 성(省), 중앙기관, 지방 행정기관 및 지방
경제기관, 공장 및 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 계획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가계획
위원회’는 이들 계획부서를 통해 각 생산단위에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수시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국가계획위원회’ 및 각 단위의 계획부서)이 전반
적 경제발전에 관한 의도에 맞게 각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서로 밀접하게 연
계시켜 계획지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당국이
직접 말단 공장 및 기업소 등 모든 생산단위들이 수행하여야 할 계획지표를 꼼꼼하
게 수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실현시킨다는 원칙이다. 북한은 계획의 세부화
를 통해 모든 단위들에서 노동력, 설비, 자재 및 자금의 낭비와 사장을 없애고 내부
예비(재고)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재생산체계의 작동원리는 국가의 통제하에 노동력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 분배, 소비, 축적을 계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생산체계는 사회총생산물(Gross Social Product)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총생산물은 일정기간 중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량 또는 현물의 가치로 정의된다. 사회총생산물은 대부분 생산적 국영경
리(공업, 건설, 화물수송 부문 등의 공장, 기업소) 및 협동경리(협동농장, 생산･수산･
편의협동농장)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해 창출되며, 부분적으로 비생산적 국영
경리(과학, 교육, 문화, 보건부문의 서적, 예술품, 약품 생산 활동)와 개인 부업경리
(텃밭)에서도 창출된다. 사회총생산물은 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간재도 포함한다. 그러
나 수송, 체신, 포장 등 ‘생산적’서비스를 제외한 여타 서비스부문(비생산적부문)의
생산(유통부문 상업종사자의 상품판매, 자재생산 공장의 창고관리 업무 등)은 사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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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서 ‘국민소득’은 해당 기간에 생산된 사회총생산물 중 축적 및 소비
로 이용되는 몫을 의미한다.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보면 사회총생산물 중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및 중간재)를 보상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은 최종재 생산을 포함하나 서비스의 생산과 고정자산 감가상
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
장경제의 국민순소득(NNP)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부문 생산이 제
외되어 있으므로 포괄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소득은 북한경제에서 축적과 소비
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은 사회총생산물
의 성장보다 국민소득의 성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한국은행, UN, 미국 CIA 등이 발표하고 있다. UN과 미국 CIA
는 2011년 북한의 1인당 GDP를 각각 638달러와 1,800달러로 발표하고 있어 3배 정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북한 국민소득 추정치를 2006년까지는 남한
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발표(2006년 1인당 GNI 1,056달러)하다가 2007년부터는
남한 원화로만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의 통계수치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작성 기준이 다르다. 이들 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된 가격 및
환율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은 남한 가격, 남한 원화 환율을 활용하
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기관의 통계와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이다. UN은 북
한 가격 및 북한 환율을 사용하고 명목 1인당 GDP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CIA는 구
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의 환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따라
서 각 기관의 통계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전환하여 비교해야
한다.
한국은행(2014) 경제연구원 문성민 실장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각 기관
의 통계가 북한의 소득수준을 저소득국가의 평균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분석결과
를 제시하였다. 자국 가격·환율 기준의 UN 통계(583달러, 2012년)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소득이 적은 나라로서 저소득국가 평균(588달러, 2012년)보다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매력평가 기준의 미국 CIA 통계(1,800달러,
2011년)와 동 기준으로 전환한 한국은행 통계(1,597달러, 2011년)에 따르면 북한은 각
각 26번째 및 30번째로 소득이 적은 나라로서 저소득국가 평균(1,372달러, 2011년)보
다 약간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GNI를 추정할 때, 사용한 가격 및 환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2006년 북한의 1인당 GNI를 1,108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는 베트남(616달러)의 1.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북한이 베트남에 비해 1.8배 더
잘 산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GNI를 추정할 때, 우리나라 물가수준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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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2007년부터 북한 소득 추정치를 한국 원화로만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
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3절 단순통합 지표(관련 통계) 사례연구 : 5세 미만 유아 사망자 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를 통합하면서 단순통합이
가능한 지표(관련 통계)는 27개이다. 5세 미만 유아 사망자 수도 단순통합이 가능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5세 미만 유아 사망자 수의 경우에도 몇 가지 살펴볼 내
용이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인구통계의 경우 북한 내각의 여러 省이 동일한 통계를
동시에 수집하고 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보건성)과 이의 신고를 받는
보안기관(인민보안성), 출생자의 식량배급을 관장하는 배급기관(수매양정성) 그리고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전문통계기관인 중앙통계국 등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인구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관련 통계의 경우 내각의 省 각각에서 수집하고 직접 가공하여 자체
통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통계라도 누가 생산하여 발표했는가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일반 북
한 주민들이 식량배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 구성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정보
를 관계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주로
식량배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인민보안성이나 수매양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누
락이나 지연신고 하였을 경우 이들 기관에서 생산한 사망통계는 보건성이 일선 의료
기관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망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1940년과 1996년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자 수를 전체 5세 미만 유아 수로 나
누고 1,000을 곱하여 구하는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통계를 살펴보면 작성하는 내각
의 각 省별로 발표가 다르다. USCDC 북한 방문팀에게 보건성은 1996년 5세 미만 사
망률이 1,000명당 58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반하여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을 상대로 외무성은 이 수치가 40이라고 하여 서로 다른 수치를 공표했다. 더욱이
문제는 1996년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을 1,000명당 58 또는 40이라고 가정하
고 1996년 북한의 조사망률을 계산해보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1,000명당 6.8을 훨씬
더 초과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 당국이 제시한 사망률 관련 통계는 서로
모순된 통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1996년이 북한의 식량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0년대 중･후반이었다는 사실
을 상기하면, 기관별 사망통계의 집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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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의료기관을 통해 가구에서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사망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에 가구주의 신고로만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인민보안성이나 수매양정성의 경우 가구주가 식량배급을 의식해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때, 이를 즉시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무성이 발표한 사망률 통계가 인민보안성이나 수매양
정성으로부터 구한 통계를 가공한 통계라면 그 수치가 보건성이 파악한 수치보다 낮
은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단순통합이 가능한 SDGs 지
표(관련 통계)들도 북한의 작성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통계청의 북한통계 공표·작성 현황

남북한 SDGs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점검하는 중에 발견한 통계청의
북한통계 공표･작성 현황을 살펴보게 되었다. 2020년 2월 25일에 국제협력담당관실
에 북한팀을 신설하여 북한통계 기능을 일원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전까지는
국제협력담당관, 통계정책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인구총조사과, 농어업통계과 등에서
각각 담당분야에 따라서 북한통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2020년 3월 초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통계
청은 북한통계를 전반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인터넷 DB인 북한통계포털
(kosis.kr/bukhan/)을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은 가장 다양한 기관의 북한
통계를 정리하고 있어 북한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은 통계청 북한
통계포털의 자료를 오픈 API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에 포함된 북한통계들의 자료출처, 통계 명칭, 수치 등이 국
내 다른 기관에서 공표하고 있는 북한통계와 동일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공표 중인 북한통계포털의 내용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거나 통계청 자료가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
북한통계포털의 통계들을 살펴본 결과 일부 수정할 사항들이 발견되었으며, 본 보고
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 북한통계포털과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책자에서 ‘5세 이하 사망
자(출생아 천 명당)’ 통계를 살펴보면 북한 자료는 UNICEF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영어 통계 명칭이 ‘under five mortality’라고 표현된 통계로서 5세
미만 사망자를 의미하고 있어 한글 통계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다행히도, 통일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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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원정보시스템 북한현황지표(https://hairo.unikorea.go.kr/)의 경우에는 ‘5세미만 아동
사망률’로 지표 명칭을 제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통일부 북한현황지표에서 해당지
표의 주석 내용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을 토대로 추정한 1,000명당 5세 이전에 사
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 수’라고 틀리게 설명하고 있다. 이 주석 내용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을 토대로 추정한 1,000명당 5세 미만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
수’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통일부에 수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의 ‘5세 미만 만성영양장애’ 통계는 통일부 북한현황지
표의 ‘5세 미만 만영영향실조 비율’ 지표와 같은 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글 지표
명칭이 달라 같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에서 해당 통계의
주석에서 통계 출처를 ‘http://unstats.un.org/SDGs’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2차적인 출
처이다. 원 자료출처인 UNICEF의 출처를 표기하고 있는 북한현황지표의 주석이 보
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
료출처의 문제는 ‘모성사망비’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모성사망비
의 출처도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에서는 SDGs를 언급하고 있으나, 통일부 북한현황지
표와 같이 정확하게 WHO의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구의 경우, 통계청 자료는 1993년과 2008년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청
에서 북한 인구를 추계하여 2010년 11월에 작성한 북한 인구추계 자료이나, 통일부 북
한현황지표의 인구는 세계은행의 추정 인구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
에 두 기관에서 가능하면 동일한 출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수치가 다르게 공표되고 있는 통계는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의 ‘발전 전력량’ 통계
로 북한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으로 적혀있고 주석에 북한의 자료는 공급량이라는 설
명이 추가되어 있다. 실제 자료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이며, 공급량이라는 설명이 발전
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송전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한 설명으로 보완될 필요
가 있다. 통일부 북한현황지표의 ‘전기생산량’ 지표의 출처는 UNSD로 되어 있으며,
Energy Profiles 2012-2017에서 북한 전기생산량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런데, 수력 전기생산량은 앞서 통계청을 출처로 하는 수력 발전 전력량과 같은 수치
이나, 화력 전기생산량은 화력 발전 전력량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하여 두
기관 사이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
량은 통계청과 통일부 대북지원시스템 북한현황지표의 통계가 출처와 수치가 모두
같게 표시되어 있다. 다만, 실체 자료 출처인 농촌진흥청 보도 자료는 2017년 생산량
이 471만 톤인데 반하여 통계청 자료는 470.1만 톤으로 약 9천 톤 차이가 있다. 농촌
진흥청에서 보도 자료가 아닌 공문으로 갱신된 자료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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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맺음말

제1절 추후 연구할 내용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의 통합방법 중 가중평균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가중치 자료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와 GDP 관련
통계 이외에도 북한의 해양지역 범위 넓이, 토지면적, 총 재생 가능한 담수자원, 지
상 KBA(key biodiversity areas) 수, 담수 KBA 수, KBA의 수, 전체 물 사용량, 법적
보호지역 면적, 남북한 적색목록 범주 평가 멸종위기 종 수, 고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 가중치에 대한 북한 자료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
의 연구기간이 짧아 보고서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후 남북한 SDGs 지표(관
련 통계)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통계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성 배
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지역 범위의 넓이나, 토지면적 등은
북한 당국의 행정통계를 이용하거나 위성사진을 통한 GIS 추정･계측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상과 담수 및 전체 KBA 수는 북한에 해당
지역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총 재생 가능한 담수자원과 전체 물 사용
량은 관련된 북한 당국의 행정통계를 이용하거나 국제기구의 통계가 있는지 검색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법적 보호지역 면적과 북한 적색목록 범주 평가 멸종위기 종
수에 대해 관련 자료가 있는지 심도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제2절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의 의의와 한계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의 의의는 무엇보다 한반도 SDGs 지표(관련 통
계) 생산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SDGs 지표의
지역지표 집계방법을 차용하여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합지표를 작성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남북한 SDGs
통합 지표(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한 SDGs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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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통계 통합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다만, Bidarbakht-Nia(2018)는 지역지표 집계방법의 문제점으로 지역 격차의 변화를
감추게 되는 역효과를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
택된 지속가능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전문의 서문에서
“... 이 의제는 모든 국가들이 수락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국가들의 현실과
역량,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라는 내용을 참조해보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SDGs 지표(관련 통계)를 통합하는 경우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격차 수준과 그
격차의 변화를 감추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한계점이 있다.
제3절 시사점

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지속가능발
전목표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참여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소득의 양극화, 미세
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
고 있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를 기록하였으
며, 이 순위는 2014년 25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욱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는 UN-SDGs의 일부 세부목표와
지표를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목적은 ‘체감
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러나 남북한 통계통합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에 UN-SDGs를
기준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해 주요 계획을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5개년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반영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한, 2016년 9월에 UN과 북한 간의 협력을 위한 UN전략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DPRK, 2017-2021)을 북한 외무상과 북
한주재 UN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이 체결하였다.
북한주재 UN 상주조정관은 다음과 같은 북한주재 UN기구들을 대표한다. 식량농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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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인구기금(UNFPA: UN Population Fund),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식량계획(WFP: UN World Food
Programme),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총 13개 기관 이다.
그러나 북한 주재 UN기구 중 앞서 열거한 6개 기구만 북한 주재 사무소를 현재 운
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COVID-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에 제출키로 했던 VNR을 2021년에
제출키로 일정을 미룬 상태이다. 북한이 SDGs 지표(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엔기구와 협력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
구를 포함한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과 남한의 SDGs 통합은 가장 기초적인 GDP와 총인구 통계에 대
한 국내외 통계작성기관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12)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네스코(UNESCO: UN Educational,
Scien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재해위험감소사무국(UNISDR: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UN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등 7개 기구가 2016년에 북한에 주재하던 추가적인 유엔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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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4-1. 북한 권력기구 및 내각 구성도

출처: 통일교육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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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2020년 남북한 및 통합 인구피라미드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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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3. 통합방법별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목록
<부록 표 4-1> 남북 일치 지표(관련 통계)
지표

15.6.1

SeriesCode

ER_CBD_ABSCLRHS

15.6.1 ER_CBD_ORSPGRFA

15.6.1

15.8.1

ER_CBD_PTYPGRFA

ER_IAS_NBSAP

17.18.3 SG_STT_NSDSFDOTHR

17.18.3

SG_STT_NSDSIMPL

티어

1

1

1

1

1

1

통합
지표

SeriesDescription
영문

한글

0

Countries that ha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framework or
measures reported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1 = YES; 0
= NO)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
기구(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에 보고되는
입법, 행정, 정책 및
조치를 가진 국가(1:예,
0:아니오)

0

Countries that ha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framework or
measures reported through
the Online Reporting
System on Compliance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GRFA) (1 = YES; 0 =
NO)

식량농업식물유전
자원(PGRFA) 국제조약
준수에 관한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 및
조치를 가진 국가(1:예,
0:아니오)

1

Countries that a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GRFA) (1
= YES; 0 = N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
GRFA)
국제조약 체결국(1:체결,
0:미체결)

1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 targets alignment
to Aichi Biodiversity target 9
set out in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1 = YES, 0 = NO)

국립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이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에 명시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9와 일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1:예,
0:아니오)

0

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with funding
from others (1 = YES; 0 =
NO)

기타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1:예,
0:아니오)

1

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that are
under implementation (1 =
YES; 0 = NO)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이행
중인 국가(1:예,
0: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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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2> 합산방법 적용 지표(관련 통계)
지표

SeriesCode

티
어

2.1.1

SN_ITK_DEFCN

1

3.2.1
3.2.1
3.2.2

SH_DYN_IMRTN
SH_DYN_MORTN
SH_DYN_NMRTN

1
1
1

3.3.5

SH_TRP_INTVN

1

3.4.1

SH_DTH_RNCOM

1

3.4.2

SH_STA_SCIDEN

1

5.5.1

SG_GEN_PARLN

1

5.5.1

SG_GEN_PARLNT

1

6.6.1

EN_WBE_PMNR

1

6.6.1

EN_WBE_PMPN

1

8.4.2

EN_MAT_DOMCMPT 1

9.1.2

IS_RDP_FRGVOL

1

9.1.2

IS_RDP_PFVOL

1

9.4.1

EN_ATM_CO2

1

10.6.1 SG_INT_MBRDEV

1

10.6.1 SG_INT_VRTDEV

1

12.2.2 EN_MAT_DOMCMPT 1
14.5.1 ER_MRN_MARINT

1

15.1.1 AG_LND_FRSTN
15.1.1 AG_LND_TOTL

1
1

15.2.1 AG_LND_FRSTBIOPHA 1
15.2.1 AG_LND_FRSTCERT

1

15.4.2 ER_MTN_GRNCOV

1

15.4.2 ER_MTN_TOTL

1

16.8.1 SG_INT_MBRDEV

1

16.8.1 SG_INT_VRTDEV

1

SeriesDescription
영문
한글
Number of undernourish people
영양결핍인구 수 (백만 명)
(millions)
Infant deaths (number)
Under-five deaths (number)
Neonatal deaths (number)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umber)
Number of deaths attribu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by type
of disease and sex (number)
Number of deaths attributed to
suicide, by sex (number)
Number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number)
Number of seats in national
parliaments (number)
Water body extent (permanent)
(square kilometres)
Water body extent (permanent and
maybe permanent) (square kilometres)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by
type of raw material (tonnes)
Freight volume, by mode of transport
(tonne kilometres)
Passenger volume (passenger
kilometres), by mode of transport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millions of tonnes)
Proportion of memb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
Proportion of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by
type of raw material (tonnes)
Protected marine area (Exclusive
Economic Zones) (square kilometres)
Forest area (thousands of hectares)
Land area (thousands of hectares)
Above-ground biomass in forest per
hectare (tonnes per hectare)
Forest area certified under an
independently verified certification
scheme (thousands of hectares)
Mountain green cover area (square
kilometres)
Mountain area (square kilometres)
Proportion of memb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
Proportion of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

영아 사망자 수 (명)
5세 미만 사망자 수 (명)
신생아 사망자 수 (명)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명)
비순환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질환별, 성별) (명)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성별)
(명)
여성 국회의원 수 (명)
총 국회의석 수 (명)
유역면적(상시) (㎢)
유역면적(상시 그리고
유사상시) (㎢)
국내물질소비량(원료별) (톤)
화물 운송량(교통수단별) (톤,
㎞)
승객 운송량(교통수단별)
(승객수, ㎞),
화석연료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백만 톤)
국제기구별 개도국 멤버십
비율 (%)
국제기구별 개도국 투표권
비율 (%)
국내물질소비량(원료별) (톤)
보호되는
해양면적(배타적경제수역) (㎞)
산림면적 (㎞)
전체 국토면적 (㎞)
헥타르당 산림 지상
바이오매스 총량 (톤/헥타르)
독립적으로 승인해주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산림
지역 규모 (천헥타르)
산림녹색피복지수 (천 ㎞)
전체 산림규모 (㎢)
국제기구별 개도국 회원국
비율 (%)
국제기구별 개도국 투표권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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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3> 가중평균방법 적용 지표(관련 통계)
지표

SeriesCode

SeriesDescription

티
어

영문

한글

가중치

1.4.1

SP_ACS_BSRVH2O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위치 별 기본 식수
2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서비스를 사용한 인구
by location (%)
비율 (%)

인구

1.4.1

SP_ACS_BSRVSAN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위치 별 기본 위생
2 basic sanitation services, by
서비스를 사용한 인구
location (%)
비율 (%)

인구

3.1.1

SH_STA_MMR

2 Maternal mortality ratio

출생아 100,000명 당
임산부 사망(임신 또는
출산 및 출산 종료 후
42일 내 사망)률

출생아수

3.2.1

SH_DYN_IMRT

Infant mortality rate (deaths
2 per 1,000 live births)

영아 사망률 (출생아
1,000 명 당)

출생아수

3.2.1

SH_DYN_MORT

Under-five mortality rate, by
2 sex (deaths per 1,000 live
births)

성별에 의한 5 세 미만
사망률 (출생아 1,000 명 출생아수
당)

3.2.2

SH_DYN_NMRT

2 Neonatal mortality rate (deaths 신생아 사망률 (출생아
per 1,000 live births)
1,000 명 당)

3.3.2

SH_TBS_INCID

2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결핵 발병률 (인구
100,000 명 당)

3.4.1

SH_DTH_NCOM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2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probability)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인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확률)

3.4.2

SH_STA_SCIDE

Suicide mortality rate, by sex
2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성별 자살 사망률 (인구
100,000 명 당 사망)

3.5.2

SH_ALC_CONSPT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aged 15 years and
2 older) within a calendar year
(litres of pure alcohol)

연앙인구 기준 1년 내에
UN WPP
1 인당 알코올 소비량
남북한
(15 세 이상) (순수한
연앙인구
알코올의 리터)

3.6.1

SH_STA_TRAF

Death rate due to road traffic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2 injuries (per 100,000
사망률 (인구 100,000 명 인구
population)
당)

3.9.1

SH_AAP_ASMORT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령
2 attributed to ambient air
표준화 사망률 (인구
인구
pollution (deaths per 100,000 100,000 명 당 사망)
population)

3.9.1

SH_AAP_MORT

Crude death rate attributed to 대기 오염으로 인한 원치
2 ambient air pollution (deaths 않는 사망률 (인구
인구
per 100,000 population)
100,000 명 당 사망)

3.9.1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household air
SH_HAP_ASMORT 2 pollution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3.9.1

SH_HAP_MORT

Crude death rate attributed to 가정 대기 오염으로 인한
2 household air pollution (deaths 원치 않는 사망률 (인구 인구
per 100,000 population)
100,000 명 당 사망)

3.9.1

SH_STA_AIRP

Crude death rate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2 pollution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출생아수
인구

인구

가정용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
인구
(인구 100,000 명 당
사망)

가정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원치 않는 사망률
(인구 100,000 명 당
사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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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Code

SeriesDescription

티
어

영문

한글

가중치

SH_STA_ASAIRP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2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pollution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가구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 인구
(인구 100,000 명 당
사망)

SH_STA_WASH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safe water, unsafe
2 sanitation and lack of hygiene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안전하지 않은 물,
안전하지 않은 위생 및
위생 부족으로 인한
인구
사망률 (인구 100,000 명
당 사망)

3.9.3

SH_STA_POISN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s, by
2 sex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성별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 (인구 100,000 명 인구
당 사망)

3.c.1

SH_MED_HEAWOR

Health worker density, by type 직업 유형별 (1 만명 당)
2 of occupation (per 10,000
인구
보건 종사자 밀도
population)

5.5.1

SG_GEN_PARL

국회의원 수
Proportion of seats held by
국회
의사당
여성의
의석
(수),
1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비율
(총
석수의
%)
'SG_GEN_PA
(% of total number of seats)
RLNT'

6.1.1

SH_H2O_SAFE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도시 / 농촌 별 안전
2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관리 식수 서비스를
services, by urban/rural (%)
사용한 인구 비율 (%)

6.2.1

SH_SAN_DEFECT

Proportion of population
2 practicing open defecation, by 도시 / 농촌 별 개방
인구
배변 연습 인구 비율 (%)
urban/rural (%)

6.2.1

SH_SAN_SAFE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도시 / 농촌 별 안전
2 safely managed sanitation
관리 위생 서비스를
services, by urban/rural (%)
사용한 인구 비율 (%)

6.4.2

ER_H2O_STRESS

Level of water stress:
freshwater withdrawal as a
2 proportion of available
freshwater resources (%)

6.6.1

EN_WBE_PMPP

Water body extent (permanent 수역 (영구적 또는
2 and maybe permanent) (% of 영구적) (토지 면적의 %) 토지면적
total land area)

6.6.1

EN_WBE_PMPR

Water body extent
2 (permanent) (% of total land
area)

수역 (영구적) (토지
면적의 %)

토지면적

7.1.1

EG_ELC_ACCS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2 access to electricity, by
urban/rural (%)

도시 / 농촌 별 전력
이용 인구 비율 (%)

인구

7.1.2

EG_EGY_CLEAN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2 primary reliance on clean
fuels and technology (%)

청정 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인구
(%)

7.2.1

EG_FEC_RNEW

Renewable energy share in
2 the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

총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점유율 총 최종
에너지 소비
(%)

Energy intensity level of
primary energy (megajoules
2 per constant 2011 purchasing
power parity GDP)
2 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employed person (%)

1 차 에너지의 에너지
강도 수준 (2011 년
구매력 패리티 GDP 상
수당 메가 줄)
고용 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 (%)

3.9.1

3.9.2

7.3.1

EG_EGY_PRIM

8.2.1

SL_EMP_PCAP

인구

인구

재생가능한
물 스트레스 수준 : 가용 담수량 자원과
한 담수 자원의 비율
환경적
(%)로 담수 인출
요구수량

2011 PPP
GDP
고용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지표

SeriesCode

SeriesDescription

티
어

영문

한글

47

가중치

8.4.2

Domestic material
EN_MAT_DOMCMPC 2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tonnes)

원자재 유형 (톤) 별 1
인당 국내 소비량

8.4.2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unit of GDP,
EN_MAT_DOMCMPG 2 by type of raw material
(kilograms per constant 2010
United States dollars)

원료 유형별 GDP
단위당 국내 재료 소비량 USD constant
(2010 미국 달러 당
2010 GDP
킬로그램)

9.2.1

NV_IND_MANF

Manufacturing value added as GDP 대비 제조업
2 a proportion of GDP (%)
부가가치 비율 (%)

9.2.1

NV_IND_MANFPC

Manufacturing value added
2 per capita (constant 2010
United States dollars)

9.4.1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unit of GDP (kilogrammes of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USD constant
EN_ATM_CO2GDP 2 CO2 per constant 2010
배출량 (2010 미국 달러 2010 PPP
당 CO2 킬로그램)
GDP
United States dollars)

9.4.1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unit of manufacturing value
EN_ATM_CO2MVA 2 added (kilogrammes of CO2
per constant 2010 United
States dollars)

인구

USD constant
2010 GDP

1 인당 제조 부가가치
인구
(2010 미국 달러 고정가)

제조 가치 단위당
제조업 USD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constant 2010
(2010 미국 달러 당
GDP
CO2 킬로그램)

Domestic material
12.2.2 EN_MAT_DOMCMPC 2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tonnes)

원자재 유형 (톤) 별 1
인당 국내 소비량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unit of GDP,
12.2.2 EN_MAT_DOMCMPG 2 by type of raw material
(kilograms per constant 2010
United States dollars)

원료 유형별 GDP
단위당 국내 재료 소비량 USD constant
(2010 미국 달러 당
2010 GDP
킬로그램)

인구

14.5.1 ER_MRN_MARIN

Coverage of protected areas
in relation to marine areas
2 (Exclusive Economic Zones)
(%)

15.1.1 AG_LND_FRST

2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총면적의 비율 인 산림
total land area (%)
면적 (%)

총면적

15.2.1 AG_LND_FRSTMGT

Proportion of forest area with 장기 관리 계획이 있는
2 a long-term management plan 산림 면적의 비율 (%)
(%)

전체 산림면적

Proportion of forest area
15.2.1 AG_LND_FRSTPRCT 2 within legally established
protected areas (%)

법적으로 확립 된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의
비율 (%)

산림 보호지역
면적

15.4.2 ER_MTN_GRNCVI

1 Mountain Green Cover Index

산악 지역
(평방
마운틴 그린 커버 인덱스 킬로미터)
‘ER_MTN_TO
TL’

15.5.1 ER_RSK_LSTI

2 Red List Index

레드리스트 인덱스

해양 지역과 관련된 보호
지역의 범위 (독점 경제 해양지역 범위
구역) (%)

남북한
적색목록
평가
멸종위기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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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4> 통합방법 기타 지표(관련 통계)
지표

8.1.1

SeriesCode

NY_GDP_PCAP

15.2.1 AG_LND_FRSTCHG

티어

SeriesDescription
영문

통합방법

한글

남북한 통합 실질
GDP를 남북한 통합
인구로 나누어 연간
성장률(%)을
도출해야 함

2

Annual growth rate of
1 인당 실질 GDP의
real GDP per capita (%) 연간 성장률 (%)

2

합산한 산림면적의
Forest area net change 산림 면적의 5년간
5년간 연평균 순
rate (%)
연평균 순 변화율 (%) 변화율(%)을
도출해야 함

<부록 표 4-5> 통합불가 지표(관련 통계)
지표

SeriesCode

티
어

SeriesDescription
영문

한글

통합불가
이유
영양상태별인구
분포 통합 후
계산해야 함

2.1.1

SN_ITK_DEFC

3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

2.3.1

PD_AGR_SSFP

3

Productivity of small-scale
소규모 식품 생산 업체의
food producers (agricultural 생산성 (노동당 농업
북한자료
output per labour day, PPP) 생산량, PPP)
입력자료 없음
(constant 2011 international $)

2.3.2

SI_AGR_SSFP

3

Average income of
소규모 식품 생산 업체의
small-scale food producers, 평균 수입, PPP (2011
북한자료
PPP (constant 2011
입력자료 없음
년 국제 달러 정가)
international $)

3

Proportion of local breeds
for which sufficient genetic
resources are stored for
reconstitution (%)

재구성을 위해 충분한
유전자 원이
저장되어있는 지역
품종의 비율 (%)

멸종 위험 수준이 알려진
현지 품종의 비율로
북한자료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류 입력자료 없음
된 현지 품종의 비율 (%)

2.5.1

ER_GRF_ANIMRCNT

영양 부족의 유병률 (%)

2.5.2

ER_RSK_LBREDS

3

Proportion of local breeds
classified as being at risk
as a share of local breeds
with known level of
extinction risk (%)

3.3.3

SH_STA_MALR

3

Malaria incidence per 1,000 위험에 처한 1,000 명당
population at risk (per 1,000 말라리아 발생률 (1,000
population)
명당)

3.8.1

3.b.1

SH_ACS_UNHC

SH_ACS_DTP3

북한자료
입력자료 없음

북한 위험지역
정의 알 수 없음

가족계획, 출산
전 관리,
백신접종, 금연,
필수 보건 서비스의 보장 수자원 개선,
지수
보건 위생 등
다양한 자료
필요하나 북한
자료 알 수 없음

3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service coverage
index

3

남한 6개월까지
접종, 북한
Proportion of the target
3 회 용량의
3.5개월까지
population with access to 3 디프테리아-파상풍
라고 하나,
doses of
백일해 (DTP3)에 접근 할 접종시기
diphtheria-tetanus-pertussis 수있는 표적 집단의 비율 정확하게 알 수
(DTP3) (%)
(%)
없어 북한의
표적집단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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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SeriesCode

티
어

SeriesDescription
영문

한글

홍역 함유 백신 2 차
용량 (MCV2)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표적
집단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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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불가
이유
남한 5세까지
접종, 북한
9개월까지라고
하나, 접종시기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북한의
표적집단 알 수
없음

3.b.1

SH_ACS_MCV2

3

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ith access to
measles-containing-vaccine
second-dose (MCV2) (%)

3.d.1

SH_IHR_CAPS

3

International Health
IHR 용량 유형별 국제
Regulations (IHR) capacity, 건강 규정 (IHR) 용량
by type of IHR capacity (%) (%)

산식 없음

6.4.1

ER_H2O_WUEYST

3

Water Use Efficiency
(United States dollars per
cubic meter)

물 사용 효율 (입방
미터당 미국 달러)

산업별 물사용량
및 물효율 자료
등 다양한 자료
필요함

통합 수자원 관리 구현
정도에 대한 32개 문항에 4개 분야 32개
대한 답변들로 이루어진 문항국가단위로
측정
백분율 점수 (%)

6.5.1

ER_H2O_IWRMD

3

Degree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mplementation (%)

10.a.1

TM_TRF_ZERO

3

Proportion of tariff lines
applied to imports with
zero-tariff (%)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비율

도시, 도시 인구 (입방
남북한의 도시에
미터당 마이크로 그램)의 대한 정의가
연간 평균 미립자 수준
상이함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바젤
협약 준수

산식 없음

11.6.2

EN_ATM_PM25

3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in cities,
urban population
(micrograms per cubic
meter)

12.4.1

SG_HAZ_CMRBASEL

3

Compliance with the Basel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12.4.1

SG_HAZ_CMRMNTRL

3

Compliance with the
유해 폐기물 및 기타
Montreal Protocol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화학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준수
chemicals

국가별
몬트리올의정서
준수점수

12.4.1

SG_HAZ_CMRROTDAM

3

Compliance with the
유해 폐기물 및 기타
Rotterdam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화학 물질에 대한
로테르담 협약 준수
chemicals

국가별
로테르담협약
준수점수

3

Compliance with the
유해 폐기물 및 기타
Stockholm Convention on
화학 물질에 대한
hazardous waste and other 스톡홀름 협약 준수
chemicals

국가별
스톡홀롬협약
준수점수

3

Average proportion of
Marine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

보호 지역 (%)이
적용되는 해양 키 생물
다양성 지역 (KBA)의
평균 비율

3

Progress by countries in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iming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level of implementation:
1 lowest to 5 highest)

불법,보고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어업에
북한자료
맞서기위한 국제기구
이행 수준에서의 국가 별 입력자료 없음
진전 (구현 수준 : 1 ~ 5)

12.4.1

14.5.1

14.6.1

SG_HAZ_CMRSTHOLM

ER_MRN_MPA

ER_REG_UNFCIM

국가별
바젤협약
준수점수

산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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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SeriesCode

티
어

SeriesDescription
영문

한글

통합불가
이유

14.b.1

ER_REG_SSFRAR

3

Degree of application of a
legal/regulatory/policy/instituti
onal framework which
recognizes and protects
access rights for small-scale
fisheries (level of
implementation: 1 lowest to
5 highest)

15.1.2

ER_PTD_FRWRT

3

Average proportion of
Freshwater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

보호 지역 (%)이
포함하는 담수 핵 생물
다양성 지역 (KBA)의
평균 비율

보호 지역이 차지하는
지상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KBA)의 평균 비율 산식없 음
(%)

소규모 어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률 / 규정 / 북한자료
정책 / 제도적 체계의
입력자료 없음
적용 정도 (구현 수준 : 1
~ 5)

산식 없음

15.1.2

ER_PTD_TERRS

3

Average proportion of
Terrestrial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

15.3.1

AG_LND_DGRD

3

Proportion of land that is
degraded over total land
area (%)

총면적 (%)에서
황폐화되는 토지의 비율

북한자료
입력자료 없음

15.4.1

ER_PTD_MOTN

3

Average proportion of
Mountain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

보호 지역 (%)이
적용되는 Mountain Key
생물 다양성 지역
(KBA)의 평균 비율

산식 없음

식품 및 농업용 식물
유전자 원을 국가로
북한 보고건수
이전하는 총 보고된 표준 없음,
물질 이전 협약 (SMTA) 남한 다수 있음
수

15.6.1

ER_CBD_SMTA

3

Total reported number of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SMTAs)
transferring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to the country
(number)

15.6.1

ER_CBD_NAGOYA

3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자
the Nagoya Protocol (1 =
인 국가 (1 = 예, 0 =
YES; 0 = NO)
아니요)

남한 1,
북한 0임
북한 2016년
제정,
남한 2010년
제정

15.8.1

ER_IAS_LEGIS

3

Legislation, Regulation, Act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외래종의 침입 방지 및
introduction and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management of Invasive
법률 (1 = YES, 0 = NO)
Alien Species (1 = YES, 0
= NO)

16.a.1

SG_NHR_NOAPPLN

3

Countries with no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파리 원칙 인정
with the Paris Principles, D 신청이없는 국가, D 지위 국가별 지표
status (1 = YES; 0 = NO) (1 = 예, 0 = 아니요)

17.18.3 SG_STT_NSDSFDDNR

3

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with funding
from donors (1 = YES; 0 =
NO)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 통계
남한 0,
계획이있는 국가 (1 = 예, 북한 1임
0 = 아니요)

3

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with funding
from Government (1 = YES;
0 = NO)

정부의 재정 지원을받는
국가 통계 계획이있는
국가 (1 = 예, 0 =
아니요)

3

Countries that have
conducted at least on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last 10 years
(1 = YES; 0 = NO)

지난 10 년 동안 인구와
주택 인구 조사를 한 번
이상 수행 한 국가 (1 = 국가별 지표
예, 0 = 아니요)

17.18.3 SG_STT_NSDSFDGVT

17.19.2 SG_REG_CENSUSN

남한 1,
북한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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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ic Research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DGs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Kyusoong Chung
In order to deal with the topic of integration of statistical fiel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searched for similar cases. However, while East and
West Germany interacted with each other before re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 are now almost disconnected. The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much different than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ecause of this difference, the integration of statistical fields prior to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or the integration of statistical fields in the
unification process were not suitable as examples of this study.
However, since the integration of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through the
SDGs indicator system, which North Korea began to participate in since 2015, is
considered to be a more appropriate research topic, so we started to study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SDGs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First, we compared with statistics creation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ase of North Korea, we can look into and understand that why statistics
creation system of North Korea can be published different levels of national
statistics by different ministries.
The SDGs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integration method,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is paper, came out by using the regional indicator calculation method.
Some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were not able to be integrated, because some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of North Korea were not available or some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were national levels of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We discussed th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population and GDP statistics of
North Korea, which are the basic data for statistical integration, and discussed
the simple integration indicators. Also, w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tatistics and publication. Finally,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that integrating the SDGs indicators (related statistic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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