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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는 감염병 이야기
< 평화의 아이들 > - 김진숙 지음

감염병 관련 책 소개 

#북한 어린이 #북한 보건의료체계 #16년의 기록 #백신

서울에서 평양까지 195km. 차로 2시간 거리이지만 오랜 분단의 역사로 우리에게 북한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몇 십 년 간 교류가 없었기에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북한의 보건 의료 실정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다만 2017년 북한 귀순 병사의 몸속에서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 되었다는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의료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여기 그동안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보건 의료 현황 및 의료체계를 상세히 다룬 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주말마다 빈민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에 참여하던 약대생은 졸업 후에도 노동자의

건강의료를 지원하는 약사로 10년간 활동한다. 2011년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봉사 단체에서 ‘아주 마르고 눈이 퀭하니 들어간’ 북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된

저자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다. 

이후,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실무자를 거쳐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

협력 담당자까지 16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기록을 

엮어서 발간한 책이 <평화의 아이들>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 사업>,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등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그 가운데서 실무 담당자로서 느꼈던 고민과 아쉬움들이 

담겨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에피소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1)과 2013년 

MR(Measles·Rubella : 홍역·풍진)백신 지원2)은 당시의 남북 관계, 백신 생산 및 준비 과정, 남북 실무자들의 

대담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저자는 남북 교류 협력은 백신 지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 해지면 

남한에서는 이미 오래전 퇴치된 감염병이 재출현 하고 북한에서는 처음 보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들을 통해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북한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예방접종률을 미리 끌어올려놓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랫동안 북한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담당한 전문가의 경험과 제언을 통해 북한과 가장 인접한 경기도에서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박은정)

                                                                                                                                                  

1)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유행 시 북한에서 많은 환자 발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50만 명분의 치료제를 긴급 지원

2) 2013년 국제NGO를 통해 북한이 MR 백신 지원 요청. 만 15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캐치업(Catch-up)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40만 개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1차  250만 명 접종 후 북한 핵실험으로 중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