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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

Insook Kwon | President, KWDI

Greetings! I am Insook Kwon, President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t is a great honor to welcome eminent speakers and distinguished participants to the 10th Asia
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hosted by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theme of the forum this year is “Incorporating Gender Perspective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Ms. Sun Mee Jin,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His Excellency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joining us here today.
Today’s forum brings together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ministries, donors
agencies, civil society and academia to address the current status, issues and needs of North Korea as a
way to provide opportunity to discuss gender-sensitive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well as to seek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f our nation.
South and North Korea is now entering a new era of national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inter-Korean summit last April, we have
agreed to cooperate for civilian exchanges, address humanitarian issues, and promote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It is difficult to resume cooperation immediately due
to sanctions imposed over North Korea. However, by overcoming a decade of division, support groups
for North Korea operating in South Korea are actively preparing to resume cooperation with the North.
Looking back a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e North in the past,
women were considered as a vulnerable group and assistance was mostly centered on maternal health.
However,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different needs of women and men, it seems that a
strategic approach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North Korean women was lacking.
This forum was designed based on the awareness that a gender-sensitive approach is essential for
futur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a first step, it is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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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upport groups for North Korea to agree that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North
Korean wome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strategies and guidelines to promote
cooperation, and more importantly, it will be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our North Korean partners
to work together in this same direction.
I look forward to this event as the first starting point for this work. Above all, I hope that gender
perspective will be mainstreamed in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trengthening
the economic and social capacity of North Korean women and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n society.
Meanwhile, the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which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2009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o mainstream gender i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lready reach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and encouragement, and we will make our best efforts to reflect your contributions in our future
research.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vey my profound gratitude for all those experts and representatives at
home and abroad who have joined us here for today for their presentations, keynote speeche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 hope this forum will provide innovative and valuable insights, and I look forward to witnessing
discussions bearing fruit.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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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권인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북한개발협력과 젠더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하는 제10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님,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 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부처와 공여기관, 시민단체 및 학계가 함께 모여 북한개발협력 현황과 수요를 진단하
고, 북한개발협력의 젠더적 접근과 다자간 협력공조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화해와 협력 모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한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이후, 민간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 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
재 대북제제로 인해 당장에 협력을 재개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대북지원 단체들도 지난 십 여년 간의
단절을 넘어 북한과의 협력과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돌이켜 보면, 여성은 취약계층의 한 집단으로 고려되어 모
성보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포럼은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협력에서는 젠더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한국 정부와 대북지원 단체들 사이에 향후 북한과의 개발협력
이 북한 내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
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
보다 북한의 협력 주체와도 이러한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이러한 작업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젠더적 관점이 반영되어 향후 북한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역량이 강화되고, 북한 사회의 양성평등
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
년 개최해 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이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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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와 격려 부탁드리며,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을 관련 연구에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과 기조강연, 발표와 토론을 위해 함께 해주신 해외초청자와 국내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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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Sun Mee Jin |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Good Morning. I am Sun Mee Jin,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

Today marks the 10 anniversary of the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which has been
launched with an objective to mainstream gender in development assistance. I would like to first express
my congratulations and gratitude to Dr. Insook Kwon, President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d to everyone involved in preparing and continuing the forum’s tradition for the past 10 years.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His Excellency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joining us here. My special thanks should also go to our
distinguished speakers for their participation today.
st

In the 21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with a goal to eradicate human poverty. Fifteen years later, we have broaden our scope to achieve a
better and more sustainable future and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Both of the aforementioned goals agre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s an important task. Women’s empowerment and their activ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is a necessary foundation for a peaceful and prosperous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orld. Therefore,
gender should be mainstreamed within development projects as a way to promote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the leading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policies in
Korea, conducts ODA projects that specifically target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s
a part of our multilateral cooperation, our ministry contributes about 4.7 million USD annually to UN
Women, and carries out joi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nflict areas to support
advancement of women.
In terms of our bilateral cooperation, we have supported the operation of ‘Women’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Center’ in Vietnam from 2011 to 2015, as well as in Laos as of 2016 in order to strengthen
the economic capacity of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we also launch workshop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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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 experts and practitioners from the government working in the field of women and employ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share Korea’s policy experience and gender equality projec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women around the world through such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At the moment,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emerging as a major challenge in the
era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iscus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hich will take place in earnest, must reflect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The process of peace
settlement and the shape of a unified country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develops.
In this sense, historical experience of Germany’s reunification provides us great implications. After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most affected were women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welfare and
unemployment. Jobs for women in East Germany declined by more than 40% and unemployment
increased by 13 times. This historical case clearly shows how women can be systematically
marginalized when gender mainstreaming lacks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Therefore, we must incorporat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from the earliest stage of development
assistance. Taking the German experience as a lesson, we should expand women’s participation to
strengthen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roughout the peace-building process as well as promote the
advancement and capacity development of North Korean women. These efforts will then be a valuable
foundation for building a gender-equal unified Korea.
Over the past decade, the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has been a public forum
for sharing global practices on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assistance. In keeping with the
peaceful atmosphere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s forum will be an opportunity to discuss on
incorporating gender perspective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At this moment wher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discussed,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esent a direction of future economic
cooperation. I hope that today's in-depth and constructive discussion will provide milestone for
gender-equal unified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nce again for hosting the 10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and I wish great health, happiness and prosperity of
each and everyone here tod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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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입니다.
개발협력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시작된 아태개발협력포럼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
니다. 지난 10년 동안 훌륭한 포럼의 전통을 이어오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야콥 할그렌 스웨덴 대사님,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개발협력 분
야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여,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위 두 목표는 모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건강한 개발과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
라서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
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특화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UN Women에 매년 약 470만 불의 기여금을 공여
하고 전 세계 개도국 및 분쟁지역 등지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양자협력 차원에서는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부터는 라오스에서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정책 경
험과 성평등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 여성‧고용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다자‧양자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북한 개발협력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북한 개발협력 논의에도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발협력이 어떻게 진
행되는지에 따라, 평화 정착과정과 통일국가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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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여성은 사회복지나 실업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독 여성의 일자리는 40%이상 감소했고, 실업률
은 1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 사례는 평화 구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할 경우 여성
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협력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평화구축과정 전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여성들의 지
위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후 성평등한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태개발협력포럼은 성인지적 개발협력에 관한 글로벌 사례를 공유하고 폭넓은 협력
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역할해왔습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반영하여 성인지적 북한 개발협
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물꼬를 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인지적 북
한 개발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습니다. 오늘의 심층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통일한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기
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10차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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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Jakob Hallgren | Ambassads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Jakob Hallgren and I am the Swedish ambassador to Korea. It is a huge pleasure to be
invited to this important Forum. I am particularly pleased to be asked to talk on the gender perspective
in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id in and to North Korea.
Sweden is the biggest, or one of the biggest, humanitarian donors to the DPRK. It has provided
humanitarian aid every year since 1995. The focus has changed over the years and currently it goes to
the areas of:
-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 Health interventions;
- Food Security; and,
- Disaster Risk Reduction (DRR)

The DPRK is a politically induced protracted crisis. This is due to the disastrous consequences of the
DPRK political and economic societal system. The fact that the country is under the world’s harshest
sanctions regime, as a result of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adds heavily to the severity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The resulting fragility exposes the DPRK population critically to natural
hazards such as heat waves, drought and floods.
Those who suffer most are vulnerable groups such as girls and boys, elderly and women. We in the
rest of the world have a moral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humanitarian plight for those who suffer
from decisions taken by others.
Now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development aid has so far not been possible to deliver in the
DPRK.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evelopment aid needs to be done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all humanitarian aid shall be delivered on the basis of the

- 11 -

principle of the biggest needs, in order to save lives and alleviate suffering.
In order for humanitarian aid to be credible, and order to reach those in most need, it shall be based on
the humanitarian principles of:
- Neutrality;
- Impartiality; and,
- Independence.

In the case of the DPRK this is quite difficult to achieve since the chances to make credible
assessments of the needs have been limited due to restrictions of access in the country for the
humanitarian organisations.
The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is also hampered by low levels of funding and the unintended
effects of the sanctions regime.
Now in the case of Sweden we constantly assess the situation and work with vulnerable groups, but
we are also guided by some overarching principles.
In the current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2016
it is stated that:
- Sweden will work to ensure that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is characterised by a gender perspective and that development
initiatives at all levels contribute to meet the gender equality goal and rights-based targets.
- Sweden will work for the agency of women and girls.
- Sweden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girls and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nfluence in all areas of society and at all levels.
- Sweden should be a driving force in the work of emphasis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 Sweden’s political dialogue will include gender equality.

Since the situation in the DPRK is not, yet, one that can be described as a development situation these
principles may unfortunately not fully apply.
However,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situations Swedish humanitarian aid sha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mindful of that the biggest needs shall always have priority:
-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in humanitarian crises.
- Sweden’s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help to strengthen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to
protection in humanitarian crises and improve their opportunity to play an active role in response to
humanitarian crises.
- In several disaster situations, for example, it has been possible to demonstrate a major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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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nage pregnancies, child marriage and gender-based violence.
- Women often play a central role in humanitarian crises and it is essential that humanitarian
initiatives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 The special needs and conditions of women, men, girls and boys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far as the DPRK is concerned today the Swedish humanitarian aid is focusing on where the needs
are the biggest. However, Sida shall, in its allocations, also integrate gender equal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and conflict sensitivity. This means there is also a focus on the need of vulnerable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 We are for instance supporting the humanitarian organization CONCERN. They work with water
and sanitation including with efforts to improve menstrual hygiene for girls in school.
- We are also supporting UNICEF that focuses on under nutrition and vaccines to pregnant women.
- Sweden is also supporting the WFP who assists food insecure children and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By means of conclusion I, on behalf of Sweden, salute the focus of this conference. It is incredibly
important to consider the vulnerability of women and girls and the gender perspective in both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situations.
There are many indications that more gender equal and sensitive societies are fairer, more peaceful
and sustainable. Constant reminders of what can be done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early contingency
thinking about what can be done when the situation in the DPRK improves are extremely welcome.
I will not be able to be here the whole day but will inform myself about the conclusio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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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야콥 할그렌 | 주한 스웨덴 대사

안녕하십니까? 주한 스웨덴 대사 Jakob Hallgren입니다.
먼저 이 뜻 깊은 포럼에 초대해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특히 대북 원조에 있어서 젠더 요소를 고려
한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스웨덴은 아마 북한에게 가장 큰 원조 지원국이거나 지원국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스웨덴은 1995년 이
래로 매년 북한에게 인도주위적 지원을 해왔으며 현재는 i) 식수 및 위생(WASH), ii) 보건, iii) 식량안보
및 iv)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으로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에
기인한 비극적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하
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쉽지 않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같
은 자연재해에도 북한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중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동, 노인 및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시
민으로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원조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에게 개발
원조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모든 인도주위적 원조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
하고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도주위적 원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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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중립성(neutrality), 공정성(impartiality), 독립
성(independence)입니다.
북한의 경우,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위적 상황에 대한 믿을만한 평가
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대북 원조는 부족한 자금과 제재로 인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끊임없이 북한의 상황을 평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몇
가지 주요 원칙을 반영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은 2016년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웨덴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을 이행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개발정책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웨덴은 여성과 여아와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웨덴은 모든 사
회 분야와 위치에서 여성과 여아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남성과 남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스웨덴의 정책대화는 양성평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특수한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아쉽게도 스웨덴의 현
정책을 완전히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상황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인도주
의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행될 것입니다.
- 여성과 여아들은 인도주의적 위기 현장에서 제일 취약한 집단이다.
-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여성과 여아들이 위기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재난과 위기 현장에서는 청소년 임신, 조혼, 젠더기반폭력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접근한다.
- 여성은 인도주의적 위기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 여성, 남성, 여아, 남아의 모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조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스웨덴은 대북 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
에 스웨덴국제개발청(SIDA)은 양성 평등을 고려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조 과정에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분쟁 민감성(conflict sensitivity) 요소도 고려할 것 입니다.
이러한 스웨덴의 정책은 취약한 여성들에 초점을 두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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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i) 여학생의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식수와 위생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
는 인도주의적 단체 CONCERN, ii) 임산부 영양상태와 예방접종 제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엔아
동기금(UNICEF), 그리고 iii) 아동, 임산부 및 수유중인 여성들의 식량공급을 지원하는 세계식량계획
(WFP)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오늘 회의의 주제를 매우 환영합니다. 여성과 여아의 취약적인 상
황 그리고 개발 및 인도주의적 상황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보다 더 공정해지고, 평화로워지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환경이 개선되면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과 그 결과들을 꼭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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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ies of Speakers

Keynote Speeches: Speech 1

Chong-Ae Yu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유정애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Prof. Chong-Ae Yu teaches in the Dept. of History at the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political economy of agro-food system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f. Chong-Ae Yu is also a practitioner/speciali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with over twenty years of experience in working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the U.S. and in over 20 countries. Her areas of expertise include humanitarian relie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building in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Prior to the academic career, Prof. Yu worked as the coordinator for The Carter Center’s North
Korea Food Security Project, and the agricultural coordinator for a U.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PVO) Consortium to manage the first US-DPRK (North Korea) bilateral Food Assistance Program
from 1998-2001. In the 1990s, Prof. Yu work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affairs program focused
on North Korea for the AFSC, and worked on projects involving the issues of DPRK nuclear
non-proliferation as a consultant to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W. Alton Jones Foundation.
Prof. Yu received PhD in Development Sociology from Cornell University in the U.S.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며 코이카 전문위원이다. 연구분야는 세계식량체제,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경제 변화, 농촌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공정책이다.
20년 동안 비영리기구에서 국제 개발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미국의 카터센터
(The Carter Center),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 미국친우봉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및 Grassroots International 등에서 근무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등에서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리했으며, 특히 카터센터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북한식량안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PVO) 컨소시움에서 첫 대북 양자간 협력 프
로젝트를 진전시켰다 (199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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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es: Speech 2

Katharina Zellweger
Visiting Scholar, Stanford University, Former North Korea
Country Director of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카타리나 젤웨거
스탠포드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스위스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

Katharina Zellweger is a senior aid manager with over 30 years of field experience in Hong Kong,
China and North Korea. She was based in Pyongyang for five years (2006-2011) as the North Korea
country director for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an office of the Swis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efore joining SDC, from 1978 to 2006, Zellweger worked in a senior
post for the Catholic Agency Caritas in Hong Kong, where she played a key role in pioneering
Caritas’s involvement in China and North Korea.
Zellweger currently manages the Hong Kong-based KorAid Limited, an NGO established in 2015 to
focus on serving children in instituti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and in China with
a view to later engagement in other projects in these countries. Zellweger is also a visiting fellow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Stanford University in California. She holds a master’s i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for the School of International Training in Brattleboro, Vermont.
카타리나 젤웨거는 선임 해외원조 담당관으로 30년 넘게 일하고 있으며 홍콩, 중국, 북한 등의 여러
나라에서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 스위스 외교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으로 2006년부
터 2011년까지 5년간 근무하였으며, 스위스 개발협력처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1978년부터 2006년
까지 국제 카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홍콩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카리타스의 중국과 북한에 대
한 개발원조활동 개척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2015년에 설립 된 홍콩 NGO인 KorAid에서 북
한과 중국의 보육원 아동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며 향후 두 국가에서 진행될 프로젝트
참여계획을 가지고 있다. 카타리나 젤웨거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협력센터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 SIT 대학원에서 국제행정 석사를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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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Mee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Professor KIM Eun Mee is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and Director of the
Ewha Global Health Institute for Girls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011-2012). She has served as a
civilian member on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e served on the Board of
Samsung Electronics as an external board member (2013-16). In 2012, she received the Service Merit
Med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for her contributions to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13, she received the first research grant to a university in South Korea from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on her research project entitled, “Advocacy for Korean Engagement in
Global Health and Development.” In 2016 she received a second grant from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for a project entitled “Korea Global Health Strategy.” In December 2016 she was
appointed as 1 of 15 scientists and experts to draft the UN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by
2019. Her research interests are in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ulticulturalism. Her books include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SUNY University Press,
1997), and most recently, Promoting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n Foreign Aid
(with Barbara Stallings, Palgrave MacMillan, 2017).
김은미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원장 및 이화
글로벌소녀건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1-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및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역
임하였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였다 (2013-2016년).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2012년). 2013년에는 “국제 보건의료 및
- 25 -

The 10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학 중
최초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2016년에 후속과제로 “한국의 글로벌 보건 전략”을 주제로 게이츠 재단
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았다. 2016년 12월에는 2019 년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보고서 작
성을 위해 UN이 선정한 세계의 15명의 과학자그룹에 선정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로 한국 등 아시아의
경제발전, 국제개발협력, 다문화 사회 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SUNY University Press, 1997)과 Promoting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n Foreign Aid (with Barbara Stallings, Palgrave
MacMillan,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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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Mo Lee
Country Manager, Concern Worldwide Korea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

Jun-Mo has been working as Country Manager at Concern Worldwide Korea since June 2015. South
Korea office is the first Asian branch of 50 years old Irish humanitarian aid agency, Concern
Worldwide. As the first country manager, he has set the whole organization from scratch. Prior to take
up this current role in Concern Worldwide, he has dedicated his whole career for developing non-profit
sector with expertise in strategy, management, and fundraising over 17 years. He has worked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international NGO (Habitat for Humanity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universities, hospitals, foundations and NGOs. His
keywords are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al change, global citizenship, and humor for all.
이준모(李俊模, Jun Mo Lee) 대표는 국내에 NGO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국제단체, 국
제기구, 대학, 병원 등 비영리 기관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모금을 실행해 왔다. 2015년, 국제인도주
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한국법인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컨선을 통
해 한국의 인도주의와 국제개발의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일랜드 협력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 (정책관리 전공)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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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Chua
Associate Program Leader, Chosun Exchange
캘빈 추아
조선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부팀장

Calvin Chua is an Associate Program Leader for Choson Exchange, a non-profit group that supports
entrepreneurs and business-minded individuals in North Korea through workshops, internships,
mentorships and scholarships inside and outside of the DPRK. They have trained over 2000 North
Koreans till date. Building on the Women in Business programme, Calvin is currently leading a
research on locating and designing an women-friendly business incubator space in Pyongyang. Calvin
is recognised as one of the leading voices on urban development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is works and opinions have been featured in various news media, including Reuters and CNN. In
parallel, Calvin is an architect at Spatial Anatomy and serves as an Adjunct Assistant Professor at the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UTD). A registered architect in the United
Kingdom, Calvin graduated from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in London.
캘빈 추아(Calvin Chua) 는 비영리기관인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의 프로그램 부팀장
(Associate Program Leader)이다. 그가 속한 조선익스체인지는 워크숍, 인턴십, 멘토링,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연수생들을 훈련시켜왔다. 여성기업인 프로그램(Women in Business programme)을 바탕으로 현재
여성친화적인 기업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을 평양에 마련 기획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도시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관련 업적과 의견은 로이터, CNN 등 다양한 뉴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다루어져 오고 있
다. 한편, 그는 Spatial Anatomy라는 기업의 건축가이자 싱가포르 기술디자인 대학교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UTD)의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또한, 영국에서 건축가로 등록
되어 있으며, 런던의 영국건축협회(Architectural Association) 대학을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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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u Cho
Associate Research Fellow, KWDI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Young Ju Cho is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Gender Equality Culture and Education, KWDI.
Prior to joining KWDI, she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was also a lecturer at Ewha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women, gender relations in North
Korea, women and peace, Korean division-post divis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Young Ju has received her M.A in Women’s Studies and Ph.D. in North Korea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he was a a research professor at Korean Division-Post Division Research
Center at Dongguk University(2014-2015) and Korean Women Institute at Ewha Woman’s
Universtiy(2012-2013).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
구원 연구교수, 동국대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이화여대, 동국대, 서울대 등에서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 북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여
성, 여성과 평화, 분단-탈분단, 남북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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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Ha Cha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WDI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Eun Ha Chang is Director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WDI.
Prior to joining KWDI, she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he was also a lecturer at Yonsei and Korea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gender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women, peace and security(WPS)
agenda.
Eun Ha holds a bachelor's degree in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Yonsei University, a
master's degree (MALD)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and a
doctoral degre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She was a
Visiting Fellow at Harvard Yenching Institute(2008-2010), and also worked as a communication
specialist at McKinsey & Company(1997-1999). Eun Ha won Best Lecturer’s Awards from Korea
University in 2012 and Kyunghee University in 2018.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전문연구원과 하버
드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학교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고려대와
경희대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학사),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플레
처 법외교대학원(석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를 졸업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 인도
적지원, 젠더와 개발, 여성평화안보(WPS) 아젠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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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a Park
Director,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Young-Ja Park is Research Fellow and Director of the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holds a doctoral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rior to joining KINU, she was a Research Professor at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2009-2013), a Senior/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East Asian
Regional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2008-2010), and a Academic Research Professo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2008). She is also a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UAC), Policy
Committee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CRC), and Policy Evaluation
Committee and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South Korea.
박영자 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으로, 정치외교학 박사이다. 이화여자대
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2009.11~2013.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책임/객원연구원
(2008.4~2010.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학술연구교수(2006.1~2008.3)로 일한 바 있으
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자
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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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ee Lee
Vice-Director,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National
Medical Center Korea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부단장, 정신건강의학과장

So Hee Lee is a Director at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NMC) and she
additionally hold positions as a Vice-Director at the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of National
Medical Center(NMC), a Vice-Director at the Korea Counseling Center for Fertility and Depression,
and a Director at the Seoul Jungbu Sunflower Center. Prior to joining NMC, she was a psychiatrist in
the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Her clinical and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ental health,
refugee, and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So Hee holds a bachelor's degree, a master's degree and a doctoral degree in Medicine from
Hanyang University. She was an Intern (1993), a Resident (1994~1998) and a Fellow (1998~2000) at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of Kangbuk Samsung Hospital. So Hee received a prime minister citation
in 2015.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NMC) 정신과장으로서 NMC 공공의료사업부단장, NMC 중앙난임우울증
상담부센터장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
임의 및 국립서울병원 전문의를 거쳐 2002년부터 NMC에 근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소외계
층의 진료와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왔다.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 한국트우마
스트레스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의학과(학사, 동대학원 의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트라우마 정신의학, 여성 및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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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 Sook Shin
Director, Educ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Korea Hana
Foundation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

Hyo-Sook Shi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Korea University, and obtained a
Ph.D. degree in North Korean educ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he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 research institute specializing in educational policy. She is currently a director of
Educ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at Korea Hana Foundation, and she teaches students as a
part-time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KS). She has been carrying out
research on subjects concerning state educational system in Russia and Central Asia; North Korea;
education directed at North Korean refugees; unification education; and inclusive education.
신효숙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개발부장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학사)를 졸업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북한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정책 전문연구기
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으로 일하면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교육, 북한이탈주
민 교육, 통일교육,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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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ang Lee
CEO, Nanum International
이윤상
나눔 인터내셔날 대표

Yoonsang Lee is CEO at Nanum International,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development NGO
founded in Korea. She holds a bachelor’s degree in Social Work from Ehw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MA) from Ehw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he was a social worker at
World Vision Korea, researcher at UNICEF Korea, Director at Good Neighbors and Secretary General
at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in other words she has been
working for over 30 years in NGO sector.
Yoonsang Lee participated i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WV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 project in UNICEF,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GNI. And she visited 109 times at North Korea projects, and has been carry out projects for woman &
child’s healthcare in North Korea. She was also a lecturer at Ehwa Womans University and Baeksuk
University. And she won Unification Culture Grand Prize(2004), National Reconciliation Prize(2007),
DMZ Peace Prize(2010), Ehwa Prize(2016) and received Minister of Unification’s Commendation(1999),
Presidential Citation(2002), Civil Merit Medal(2017) in South Korea.
이윤상 (사)나눔인터내셔날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와 동대학원(석사)을 졸업
하고, 월드비전 사회복지사, 유니세프 한국대표부 연구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
장, 굿네이버스 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NGO분야에서 30여년간 활동하고 있다. 월드비 전 지역개발
사업과 UN아동권리협약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북한사
업 현장을 109차례 방문하며, 보건의료협력 및 어린이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통일문화대상(2004), 민족화해상
(2007), DMZ 평화상(2010), 올해의 이화인(2016)을 수상하였고, 정부로부터 통일부장관표창 (1999),
대통령표창(2002), 국민포장(2017)을 수여받았다. 주요 활동분야는 국제개발협력과 대북 인도적지원
에서의 보건의료협력, 아동과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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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agining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Chong-Ae Yu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Sustaining peace1)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inherently connected. The UN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emphasizing peace throughout Agenda 2030. The
preamble declares that, “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2) SDGs 16 calls for,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This is a paradigm shif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represents a
significant change in thinking about the drivers of poverty and insecurity.
Peace and development are intertwined, and their complex causal relations are increasingly
appreciated in situations like North Korea where neither peace nor development is attainable in
isolation.3)
North Korea represents a dynamic situation caught in a vicious cycle of national/human insecurity
and underdevelopment. While North Korea’s national insecurity causes international concerns, there is
a host of human securit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ternational responses to North Korean
situation in the last two decades seem negligent of the nexus and inclined to focus on either end of the
spectrum. Consequently international assistance produced mixed results attributed to differing
priorities between North Korea and external donors, namely the EU, the U.S. and South Korea.
Only in 2014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resolution that called for the international
1) UN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endorsed the concept of ‘sustaining peace’ to denote the importance of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response to conflict to end the cycle of lapse and relapse. Review of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April 2016. A/RES/70/262. Retrieved
from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70_262.pdf
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t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A/RES/70/1. Retrieved from http://www.un.org/ga/search/
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3)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90 defines human security to mean, “an approach to assist Member States in
identifying and addressing widespread and cross-cutting challenges to the survival, livelihood and dignity of their people.”
It calls for “people-centered, comprehensive, context-specific and prevention-oriented responses that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empowerment of all people.” Now the definition of security is not limited to military but it encompasses political,
economic, societal, and individu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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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o tak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that North Korea’s
protracted humanitarian crisis elicit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4) The nexus of peace
and development lies in the crux of challenges confronting human security and fail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Now there are many signs that the North has improved its economy. On the surface you see the
spread of consumerism – automobiles, smartphones, flat screen TVs, colorful fashion and fancy cafes,
and even street food stalls. There are open-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full of consumer goods, and
in some cases luxury items for those who can afford them.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foreign
tourists, not only from the neighboring China but from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elsewhere.
Skyscrapers have appeared at a steady pace in Pyongyang.5) Even the colors of city buildings have
changed from gray to pastel tones, and building materials from marble mosaics and parquet floors to
granite tiles and vinyl and plastic in the last decade.6) Not only the façade of modern buildings have
changed but also many slogans against the U.S. once peppered throughout the city have disappeared.
What does the outwardly signs of changes tell us? Outsiders read the changes, particularly regarding the
removal of old slogans as North Korea’s effort to reach out to the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ast North Korea’s priority has been firmly on the side of national security over economy. Last
April Kim Jong-un announced that the focus will now be on economy.7)
The improvement in the country’s overall economic conditions, notwithstanding, North Korea is still
faced with a variety of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issues. The UN’s most recent data on North
Korea estimates 10.3 million people or 41% of the total population across North Korea suffer from food
insecurity and undernutrition, as well as a lack access to basic services.8) North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serious’ – score of 28.2 – in the 2017 Global Hunger Index, which measures hunger
worldwide.9) Gender mediates many aspects of human insecurity, which means men and women are
affected differently. In situations of poverty and hardships women – as well as others in the margins –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4)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Retrieved from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CoIDPRK/Report/A.HRC.
25.63.doc
5) Laura Mallonee. “North Korea’s capital is actually colorful-really colorful” Wired.com. Retrieved from https://www.wired.
com/2015/12/oliver-wainwright-north-korean-interiors/
6) Ibid. A design critic for The Guardian Oliver Wainwright visited Pyongyang in 2015, and noted that the color shift was
likely to have begun around 2005.
7) Lee, Je-hun. “Economic development becomes a priority for North Korea,” Hankyoreh, April 23, 2018.
8) United Nations OCHA. DPRK: 2018 Needs and Priorities Plan. March 2018. The Plan outlines the strategy of supporting
food production, helping farmers adapt to recurrent natural disasters, working to prevent and treat malnutrition, increasing
rates of immunization, and providing increased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Retrieved from http://kp.
one.un.org/content/dam/unct/dprk/docs/unct_kp_NP2018.pdf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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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Korean state controls much of access to foodstuff as well as other necessities. In the face
of what the state perceives as a national insecurity and human insecurity, the state’s impulse is likely to
prioritize the former over the latter. It is unlikely to risk its national security to meet basic humanitarian
needs, much less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if it feels the two are competing goals. North
Korea’s basic national policy priority sets a definite limit as to how much it can develop. Its sense of
insecurity orients itself to perceive UN and US sanction in terms of its security needs. We can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the country’s security issues if we are to advance development cooperation further.
The most serious challenge that confronts us now is to figure out how to engage the nexus of the
country’s national insecurity and development needs.

How should we approach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Since 1995 when North Korea made an international appeal for food assis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gaged in a wide range of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I have indicated earlier, the result has been mixed. This was due not simply to politicizat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intense political situation stemming from the nuclear crisis. It was also
because the North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verged in their expectations and the approaches
taken were often mismatched. More important,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in how each operated.
Many involved in international assistance knew very little about how North Korean system worked
even though all were cognizant of the fact that they were treading difficult political water.
Although both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now have accumulated much experience
and knowledge of each other over the last two decades, we still need to educate ourselves if we are to
succeed in the cooperation efforts. North Korea’s particularity requires a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 tailored to its uniquenes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North is extremely challenging because it is highly vulnerable to a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Because of the political vulner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like separated humanitarian efforts from the security issues, and still maintain the framing of
delinking the humanitarian from the political into the present. This delinking strategy proved to be not
only difficult to implement on the ground but also limiting in its effectiveness. When we implement a
development project or program we tried to minimize or reduce external political risks. But, do we need
to avoid a politically fragile space of cooperation all together? In a highly vulnerable situation, we may
need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engage politic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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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example, I would like to share a case from the U.S. in 1999. There was a ‘peace and development’
project started in spring 1999. It was the seed potato project that was also known as “Peace potatoes.” I
was the agricultural coordinator – the project also had food aid component –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on behalf of the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Consortium (PVOC). The project was the
first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it was a part of the political
program designed to work out an access to the suspected nuclear sites in Kumchang-ri.
In the summer of 1998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as heating up, starting with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 over Japan, and the U.S. was trying to gain access to the site at
Kumchang-ni that the U.S. suspected might be the future site of a nuclear reactor. From the U.S.
perspective, if confirmed, the existence of such activities would have violated the Agreed Framework
and jeopardized its continued viability.10) A visit to the site in May 1999 demonstrated that it was not
involved in such activities. The ‘seed potato’ project was negotiated as a part of this negotia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expressed an interest in receiving potato production assistance
during talks with the U.S. in early 1999. It also viewed the first U.S. government-supported bilateral
assistance project as the U.S. government’s modest step toward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form of.

The Seed Potato project (PVO Agricultural Consortium)
In late February 1999, U.S. government officials and Consortium members met at the Department of
State to discuss the issue. The Consortium sent a technical feasibility team to North Korea for a study
funded by the U.S. government. In April 1999, the U.S., North Korea, and a consortium of U.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NGOs) signed an agreement for the project. In the agreement, the consortium
committed to pay for and provide seed potatoes to North Korean farmers to increase the country’s
potato production and the U.S. government committed to provide 100,000 MTs of emergency food aid
for distribution to people participating in food-for-work projects.11) The Consortium was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its North Korean counterparts in implementing and monitoring both the potato
production and the food-for-work components of the project.
In mid-April, the Consortium and North Korean government negotiated the terms of the bilateral

10)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as signed in 1994, and it was to freeze North Korea's
indigenous nuclear power plant program, and replace it with more nuclear proliferation resistant light water reactors, and
the step-by-step normalization of relations.
11) In food-for-work projects, workers and their families receive a food allotment for each day they work on 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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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project, and the agreement was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Consortium, the U.S.
government, and North Korea on April 17, 1999.12) USAID budgeted $15 million for the bilateral food
assistance projec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11.8 million, and the Consortium $0.6 million.
The potato project cost approximately $1 million, of which the Consortium paid about 60 percent,
according to Consortium and U.S. government figures.
Korea had to agree to allow a US government team to inspect a suspected secret underground nuclear
facility. Agreement on this highly visible and politically sensitive issue was not reached until March 16,
1999. Because of the US government’s funding of the project, a joint US government, PVOC
delegation traveled to Pyongyang to negotiate the terms of the potato project. An understanding was not
reached until April 17.
From the U.S. side, the food aid was provided for humanitarian purposes, reflected the modest
progress that had been made in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could serve as a basis for
possibly expanding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From the side of North Korea, the project was a
way to obtain needed food, as something received for allowing the U.S. to inspect the Kumchang-ni
facility, and as a step toward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U.S. The Consortium saw the project as an
opportunity to provide needed food to people in need and initiate a pilot project that could help improve
North Korea’s food security.
Of the total 1,000 MT of potatoes, 900 MT were imported from China, and 100 MT of seed potatoes
from Colorado were airlifted to North Korea. The seed potatoes was distributed on farms throughout
several provinces in North Korea. The project proved costly, and controversial. Nevertheles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experience convinc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tinue expanding
potato production.
This was definitely a politically motivated cooperation project. In North Korea, the U.S. NGOs faced
new challenges. Their work situated them in an intense political vortex.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people were suspicious of them. For many officials in Pyongyang, the Consortium were there to
spy, possibly. To many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the self- proclaimed work of U.S.
NGOs perpetuated the despotic government of Kim Jong Il and undermined South Korea’s ability to
achieve national reunification. Many politically influential persons in Washington echoed the concerns
voiced in Seoul. While Washington and Seoul’s advocates of a ‘soft,’ gradual and non-violent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welcomed the US NGO effort, those who championed the ‘hard landing’
approach assaulted it.
It was a risky project to begin with. Every actor on the scene seemed to have a particular motivation
of their own. However, it was clear that both North Korea and the U.S. wanted to find a negotiating
1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represented by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 51 -

The 10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point to get off the running train tracking for a collis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was not keen
on negotiation or any rapprochement. Humanitarian crisis was still in full force and the U.S. NGOs had
desired to expand their involvement in North Korea.
Perhaps a similar can be sai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right disposition, we may find opportunities. We should not wait for favorable condition to emerge to
carry out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my experience,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is inherently political. Rather than seeking painstakingly to avoid politics, I suggest that we turn the
table by viewing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way to contribute toward solving political knots, and
ultimately creating peace.
The UN sanctions do not bar humanitarian assistance or supporting development cooperation
targeting marginal groups like women and children. European and Southeast Asian NGOs have been
engaging with North Korea. Two weeks ago in Atlanta, Georgia, NGOs and religious leaders met and
they have appeal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o lif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U.S. travel bans
to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expand these efforts by establish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targeting women and the marginalized groups in North Korea.

Two-prong approach
North Korea is changing from the top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bottom (open-market,
social). This opens up an opportunity. Likewis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needs a two-prong
approach encompassing both macro- and micro-approach. North Korea needs capacity development on
multi-levels.13) On the macro-level we can identify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North Korea’s
development capacity whether be it on good governance or socialization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micro-level we can do much more. In North Korea women are concentrated in feminized
sectors such as agriculture, education, healthcare, child development, and light-industries. Even though
many women work as managers or supervisors in these sectors only a small portion of women reach
high-level positions. We can target these areas to engender capacity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existing areas where the social changes can occur and strengthen gender equality.

13) Capacity development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ocieties obtain, strengthen and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set and achieve their own development objectives over time. Retrieved from https://www.cadri.
net/en/areas-we-work/capacity-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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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Current rapproch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to further not only
sustaining peace but also sustainable development. What the private sector and NGOs can do is to
address the issue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way that creates synergy with the
current inter-governmental process in establishing a sustainable peace. The u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o expand opportunities would be potentially productive. However, until the political
settlement culminates into resolving many of the issues pertaining to North Korea, such as lifting of the
sanc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r private capitals will unlikely to get involved.
Meanwhile, in addition to the inter-Korea bilateral coope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rsue a strategic approach to North Korea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ing on multilateral
cooperation channel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levant countries and NGOs. The private
sector/NGOs can further explore development interventions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tried in North
Korea in the past two decades to improve human security in a way that increases its development
capacity.

Korea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One suggestion i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organization to finance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state places great importance on food production, and the agricultural sector
employed 67% of the total employment in North Korea, and 70.4% of female employment was in
agriculture in 2017.14) Efforts to increase production included a variety of experiments with land tenure,
farm organization and managerial techniques, and women are often represented working on cooperative
farms and producing food.
From 2000s onward, the agricultural policies emphasized by North Korea includ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cold wetland, tideland, and waterway construction), forestry, and organic agriculture.
North Korea appears to be trying to incorporate organic and industrial agriculture with recognition of its
past failures.
There is an ongoing effort to promote organic farming in North Korea. Microbial compound fertilizer
factories number several hundreds, and organic fertilizer factories are in several provinces.15) Model
units have been set up in some farm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organic farming system and

14) The World Bank. Data sourced from ILOSTAT.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AGR.EMPL.
FE.ZS?locations=KP&view=chart. November 20, 2018.
15) Sukchon County (숙천군), South Pyongan Province,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organic compound fertilizer factory
in Pyongyang depends on the mud from the Potong River(보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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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y, and modern livestock farms built in different parts. This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food production cycle. The methods of using mud snails in growing rice and
introducing biological pesticide and other substances have been applied in cultivating and manuring the
crops, thus strengthening pest control, saving manpower and boosting productivity.
North Korea is promoting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acceded to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 in 2005 and is
carrying on the project of building a bridge for the diffusion of knowledge about organic farming and
increasing the capacity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A multilateral PPP effort to establish a KADO would be a leap forward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 Korea.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grarian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will
facilitate North Korea's transition from self-sufficiency to sustainable agriculture by alleviating North
Korea's concerns about food security.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To succeed current efforts of establishing peace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needs to change the way how they relate to North Korea. How
much do we concretely understand about North Korean women? Rather than viewing gender roles and
issues through the Western gaze, we may need to see them through their perspective, as well as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 historical specificity.
In other words, we need to educate ourselves to learn not only about the socialist system in North
Korea, but also how North Korean culture mediates everyday life of people, and how people themselves
perceive their respective roles in society.
Finally, I would like to propose a deepening of women’s engagement as peacebuilde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ere has been limited participation of women and the effective incorporation
of gender perspectives in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deepen women’s
involvement at the negotiating table as well as on non-governmental activities. Concu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as a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we need to bring the gender
perspective to the forefront of peacebuilding.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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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평화1) 는 지속가능발전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 의제 전반에 걸친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
니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서문에는 “우리는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
회를 육성한다. 평화가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없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없이 평화는 없다” 2) 라고 선언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의16번째 목표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으로, 이를 위해 사
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정의로운 제도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에 있어서 패러
다임과 빈곤 및 사회불안정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평화와 개발은 서로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로, 이는 고립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 평화와 개발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3).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인간 안보와 저개발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
한의 불안정한 국가 안보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인간안보 이슈
역시 존재합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북한의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양 극단의,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럽, 미국, 한국 등 대북원조의 공여국과 북한 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mixed
results)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대북 원조는 2014년이 되어서야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호
할 책임이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북한에서 지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그제서야 국제사
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4). 북한의 개발협력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간안보를 고려
1) 유엔총회 및 안보리 이사회는 ‘평화유지(sustaining peace)’라는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분쟁과 그 재발의 순환을 중단시키
기 위해 갈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함. Review of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April 2016. A/RES/70/262. http://www.un.org/en/
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70_262.pdf 에서 인출
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t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A/RES/70/1.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
symbol=A/RES/70/1&Lang=E 에서 인출
3) 유엔총회 결의안 66/290은 인간안보를 “회원국들이 국민의 생존, 생계 및 존엄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을 규명하고 해결하
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보호와 권한 강화를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예방 지향적인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안보에 대한 정의는 군대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및 개인의 문
제를 포함함.
4)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 55 -

The 10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한, 즉, 평화와 개발의 연계(nexus)가 중요한 도전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자동차, 스마트폰, 평면 스
크린 TV, 화려한 패션과 고급 카페, 길거리 음식들을 통해 북한에서 소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공개시장(open-markets)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고급 제품들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아 국가에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에는 고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
며5), 도시건물의 색상도 회색톤에서 파스텔 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사용된 대리
석과 조각마루 건축자재들은 화강암 타일과 비닐 및 플라스틱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6). 건물의 외관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퍼져있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구호들도 사라지고 있습
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게 협력을
위해 손을 내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과거 북한은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
월,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이 경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7).
북한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인도주의 및 개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북한에 관한 유엔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인 약 천만 명의 북한 시민들이
식량안보와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기초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됩
니다8). 북한은 2017년에 전 세계의 기아를 측정하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28.2점으
로 ‘심각’ 한 수준으로 분류되었습니다9).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나타나는 영향은 각기
다르며, 특히, 빈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과 함께 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
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뿐만 아니라 필수품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간 안보 보다 국가 안보
에 우선순위를 둘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이 만약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니즈 충족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적 안보와 충돌한다면, 국가안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이러한 국가안보 정책이 제
약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UN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에 대한 인
식에 기인합니다. 개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안보 문제를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는 북한의 국가적 불안정성과 개발 니즈(development needs)의 연
계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Korea, A/HRC/25/63.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CoIDPRK/Report/A.HRC.25.63.doc 에서
인출
5) Laura Mallonee. “North Korea’s capital is actually colorful-really colorful” Wired.com. https://www.wired.com/2015/12/
oliver-wainwright-north-korean-interiors/ 에서 인출
6) Ibid. The Guardian의 디자인 평론가인 Oliver Wainwright 2015년도에 평양을 방문하였고, 건물 색채의 변화는 2005년도
쯤에 시작되었을 것 이라고 예상함.
7) Lee, Je-hun. “Economic development becomes a priority for North Korea,” Hankyoreh, April 23, 2018.
8) United Nations OCHA. DPRK: 2018 Needs and Priorities Plan. March 2018. 이 계획은 식량 생사늘 지원하고, 농부들이
재발하는 자연 재해에 적응하고,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고,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전략임. http://kp.one.un.org/content/dam/unct/dprk/docs/unct_kp_NP2018.pdf 에서 인출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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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개발협력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1995년도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였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 및 인
도적 지원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지원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사회 원조의 정치화와 핵 위기로 인한 심각한 정치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한과 국제사회
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랐고, 각자의 접근방식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서로의 운영방
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대북 원조활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정치적 물결 속에 발
을 내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북한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
니다.
지난 20년간 북한과 국제사회는 서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왔지만 앞으로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개발협력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개발협력은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와 NGO들은 인도주의적 노력들을 안보 문제와 분리하고, 여전히 인도주의
적 지원을 정치문제와는 별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독립시켜 바라보
는 전략은 구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개발 프로젝트나 사업을 이행할 때 외부
정치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협력에 있어서 정치적 영
향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로 1999년 봄에 시작된 미국의 “평화와 개발(peace and development)” 프로젝트를 소개하
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화 감자(peace potatoes)” 라고도 알려진 감자 씨앗 프로젝트였습니다. 식량
원조 요소도 있었던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는 민간자원봉사기구컨소시엄(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Consortium, 이하 PVO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농업분야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과 북한 간의 첫 번째 양자 협력 프로젝트였으며, 핵 시설이 의심되는 금창리에서 핵 시설에 대한 시찰 목
적이 담긴 정치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998년 여름, 일본을 향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의 시작은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매우 심각하
게 위협하였으며, 이과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장소로 금창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
한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합의한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양 국가 간의 관계를 위태롭게 했
습니다10). 1999년 5월에 금창리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감
자 씨앗’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협상하였습니다.
1999년 초,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감자 생산 지원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미국 정부가 북
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 정부가 지원한 최초의 양자 협력사업입니다.

10) 1994년에 서명된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프레임워크는 북한 고유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동결 시키고, 비핵화 원자로로
교체하고, 단계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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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씨앗 프로젝트 (농업 PVO 컨소시엄)
1999 년 2 월 말,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PVO컨소시엄 회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
기 위해 미 국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PVO컨소시엄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기술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팀(technical feasibility team)을 북한으로 파견하였습니다. 1999
년 4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민간단체(NGOs)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PVO가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
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PVO 컨소시엄이 감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감자 씨앗 구매비용을
지불하고 감자 씨앗을 북한 농부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또한 미국 정부는 이 양자 프로젝트 사업
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10만톤의 긴급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11). PVO컨소시
엄은 북한 생산자와 함께 공동으로 감자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수행했
습니다.
4월 중순, PVO컨소시엄과 북한 정부는 양자 협력 프로젝트 조건에 협의했으며 1999년 4월 17일에
PVO컨소시엄, 미국 정부 및 북한 대표가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12). 미국개발협력청
(USAID)는 양국 간 식량 원조 프로젝트를 위해 천 오백만 달러, 미국 농무부는 1,180만 달러, 그리고 컨
소시엄은 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PVO컨소시엄과 미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감자 프로젝트는
약 1백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그 중 PVO컨소시엄이 프로젝트 예산의 약 60%를 지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미국 정부 조사단이 의심되는 비밀 지하 핵 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밖에 없었
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한 합의는 1999년 3월 16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 정부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PVO 대표단은 감자 프로젝트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며, 4월17일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식량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완만하게 진전시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이 프로젝
트를 금창리 시설을 검사 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식량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PVO컨소시엄은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고 북한의 식량안보를 위한
시범 사업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 1,000톤의 감자 중 900톤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100톤의 감자 씨앗은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제공되었습니다. 감자 씨앗은 북한의 여러 지역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
용이 많이 들고 논란도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로 인해 북한 정부는 감자 생산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는 확
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협력 프로젝트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NGO들은 새로운 도
전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 정부와 북한 시민들은 NGO들의 활동을 의심하였고 평양의 주요 관리
자들에게 컨소시엄은 스파이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많은 관계자들에게는 미국
11) 이 프로젝트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일을 할 때 마다 하루 분량의 식량을 배분 받음.
12) 북한정부는 홍수피해 복구 위원회(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에서 대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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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들의 활동이 김정일의 독재 정부를 영속시키고, 한국의 통일 달성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도 한국정부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드럽고, 점진적이
며 비폭력적인 북한의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NGO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했지만, 강경한 접
근법을 옹호한 사람들은 NGO들의 노력에 대해 공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부터 위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관계자들은 자신만의 특별
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 포인트를 찾고자 했으며, 한국은 협상
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여전히 강력했고 미국의 NGO들은 북한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싶어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협력을 위해 호의적인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북한과의 개발협력은 본질
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피하려고 고심하지 말고 정치 매듭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협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성과 아동과 같은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NGO들은 북한과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주전, 미국의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NGO및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 제재’와, 북한여행에 대한 금지령의 해제를
트럼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식
북한은 위(정책 및 국제관계)에서부터 아래(자유시장,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회
를 열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개발협력은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을 모두 포괄하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13). 거시적 측면에서는 좋은 거
버넌스 혹은 국제사회의 경제제도(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사회화와 관련된 역량강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역량강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농업, 교육, 의료, 아동발
달, 경공업과 같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이 분야의 관리자 혹은
감독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만 고위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기존 영역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서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역량강화는 개인, 조직 및 사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 강화하고,
유지하는 과정임. https://www.cadri.net/en/areas-we-work/capacity-development 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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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안
현재 한반도의 관계 개선은 지속가능한 평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NGO들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간의 협상과정에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개발협력의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생산성에 대한 잠재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국제사회의 정치적 문제와 연관된 북한의 제재 해제와 같은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제 금융
기관이나 민간 자본이 개입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북간의 양자협력 외에도 국
제기구와 다양한 협력국가, 그리고 NGO들을 통한 다자협력 채널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과 NGO들은 지난 20년 동안 개발역량을 강화해 온 것과 같
이 인간안보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업개발기구(Korean Agriculture Development Organization, KADO)
북한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위해 다자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식량 생산을 매우 중요시하며, 농업 부문은 북한의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
년에는 70.4% 여성들이 농업 부문에 종사했습니다14). 생산 증가를 위해 토지 보유와 농장 조직 및 관리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여성들은 주로 협동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농업 기반 시설(냉 습지, 간석 및 수로 건설), 산림업, 유기농업을 강조하는 정책
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유기농업과 산업농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기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북한 내에는 수백 개의 미생물 복합
비료 공장이 존재하며, 여러 도시에 유기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15). 각기 다른지역에 설립된 유기농 및 첨
단기술 도입을 위한 농장들과 현대적 축산농장에 모델단위(model units)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식
품 생산주기도 확립되었습니다. 진흙 달팽이를 이용하여 쌀을 재배하고 생물학적 농약 및 기타 물질을 도
입하는 방법이 작물의 경작 및 조정에 적용되어 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인력을 절약하여 생산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rganic Movement, IFOAM)에 가입하여 유기농법에 대한 지식 확산 및 유기농업 분야의 역
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The World Bank. Data sourced from ILOSTAT.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AGR.EMPL.FE.ZS?locations=
KP&view=chart. 에서 2018.11.20 인출
15) 숙천군, 평안남도 및 기타 지역. 평양의 유기 합성 비료 공장은 보통강 진흙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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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개발기구(KADO)를 설립하는 다자간의 민관협력(PPP) 노력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농촌 다자협력 체제는 식량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화하고 북한이 자급자족에서 지
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북한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역량구축
한반도의 평화와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여성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서
구의 시선을 통해 성역할(gender roles)과 젠더 이슈들을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회에서 그들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해 여성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반도
의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성인지적 관점 또한 부족한 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
을 위한 정부 간 협상 또는 NGO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에서도 채택한 바와 같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평화주위가 개발협력 의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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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id, Cooperation, and Gender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Katharina Zellweger | Visiting Scholar, Stanford University,
Former North Korea Country Director of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e 10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Today, I am
giving a talk entitled North Korea – Aid, Cooperation, and Gender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I will
speak about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today, give my impressions and observations from my past few
visits, and talk about the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context of that country’s recent
socioeconomic changes.
My first trip to North Korea was in the spring of 1995; my most recent one was this last September,
just a few weeks ago. For my last trip, approval had been granted for overland travel from Pyongyang to
Wonsan-Hamhung-Chongjin and back, as well as a visit to Kaesong. I traveled over 1,800 kilometers
by jeep, mostly on dirt and potholed roads, to follow up on KorAid projects in different locations,
mainly hospitals, where support for cataract operations is being granted.
In total, I have made more than 70 visits to North Korea, in addition to living there for five years
when I was heading the office of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which is
an organization under the Swis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t was from 2006 to 2011. The focus of
our work was on sustainable agriculture to address food security issues, income generation to improve
people’s livelihoods, and capacity development to contribute to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arning.
If one says “North Korea,” most everybody thinks of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US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tarving
children. Forgotten are the 24 million ordinary individuals who happen to have been born there, and
who are struggling day by day just to get by.
I am often asked why I established KorAid, a smal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instead
of sitting back and enjoying retirement. It was not an easy decision. But because there is only a small—
and decreasing—international aid community active in North Korea (i.e., a few UN agencies and five
European NGOs with offices in Pyongyang, in addition to several NGOs following up on projects with
regular visits), I felt it was worthwhile for me to stay involved, to use the expertise and knowledg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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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ed over the many years I worked for Caritas and the Swiss government, and to continue deepening
the relationships and trust with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In other words, to do something
concrete and meaningful. Today, KorAid works closely with a North Korean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Our work mainly support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at boarding institutions.

1. The present situation regarding humanitarian work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emergency relief to North Korea started in 1995, 23 years ago, at a time when the
country faced a terrible famine—a period known in North Korea as “The Arduous March.” Today, the
overall situation has modestly improved. International bulk deliveries of foods and fertilizers are no
longer made. Aid programs can now focus on issues related to sustainability, knowledge transfer, and
the replication of projects. The aim of such interventions i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untry’s most vulnerable, namely, women and
children, the sick,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at are the issues? Chronic food insecurity—no longer famine, but, especially, childhood
malnutrition—is a major concern in the DPRK, driven by a lack of sufficient, diverse foods, inadequate
health care, and poor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Frequent natural disasters, floods and
droughts, add to people’s vulnerabilities.
The involvements of UN agencies, bilateral organizations—Switzerland, Italy, and France have
offices in Pyongyang—as well as NGOs and the EU Food Security Office are at present mainly on
programs dealing with nutrition, food security, health and water, and sanitation.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there is no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as to why the above-mentioned sectors are limited. But by 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gradually, development assistance, a strong impact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the
general public can be achieved. In fact, some DPRK aid programs are already “hybrids,” integrating
both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s—commendable efforts, with the rationale that
prevention is better than a cure.
Despite some positive improvements, North Korea is still a poor nation. Moreover, the longer the
current sanctions last, the greater the effects will be felt by ordinary citizens. It is a downward chain to
the poor. Sanctions should not harm those who already have incredibly hard lives. Supposedly, the
sanctions are to exclud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hould not negatively influence aid projects, but
this idea works mostly in theory only—actual practice is often quit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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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 aid making a difference?
When the famine hit in the mid-1990s,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program was put in place,
although, at first, reluctantly,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d not want to believe in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It was a learning process for all involved: aid agencies knew very little about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understood very little about international aid and its planning and delivery system.
Monitoring aid—or “site visits,” which is the term used by our North Korean partners—brought me
into touch with families, doctors, hospital patients, farmers, teachers, and children. In the beginning,
people were reluctant to meet strangers; even eye contact was avoided. By now, however, people are
less fearful when dealing with foreigners, they have become more curious about our ways of life, and
some even dream of traveling abroad.
The living standards for ordinary people have improved, in part, as a result of the prior humanitarian
assistance. Faucets for drinking-water in family homes, access to services for special needs children,
and better nutrition stemming from greenhouse projects are just some of the examples of the positive
impacts on the lives of ordinary North Koreans. Slowly, interactions are transforming relationships,
opinions of foreigners are changing, and information from abroad is impacting views and attitudes.
During the famine years, aid saved lives—many lives. This was not only due to aid interventions but
also—even more so—because of the strong determination and resourcefulness of the local people; a
certain empowerment to make decisions, be it in terms of participating in market activities or
entrepreneurship, experimenting with authorized changes in farming policy, or in a variety of other ways.
Over the years, working relationships with officials at different levels—national, provincial, county,
and village—have improved, and with them, a certain amount of trust and openness has permeated.
Today, problems and issues can be addressed more directly, and access for planning and monitoring
purposes is less difficult. Moreover, DPRK officials are also more receptive to new ideas. Technical
support is not only appreciated by our North Korean partners but also is necessary in many cases to
ensure that the materials provided are used correctly and effectively, without which the desired results
cannot be achieved.

3. Gender-sensitiv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Having worked for the Swiss government for five years, in 2003,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declared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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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new SDC policy is to ensure that all SDC interventions increase women’s and men’s
opportunities to exercise their rights equally and gain equal access to and control over the benefits of
development. The strategy to achieve this aim is to mainstream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men as
active participants in transforming gender relations in a process of constructive engagement, and where
possible, collaboration.”
Gender Policy, SDC 2003

Furthermore, on the Internet, there is a practical document published by the SDC titled “Gender in
Practice: A Tool-kit for SDC and its Partners.”
Today, most aid agencies active in the DPRK have gender policies in place and are trying their best to
integrate these into the work they do in North Korea. To provide just a few examples:
∙ During the years I was working for the Swiss government, we used to run an annual “Pyongyang
Business School” training program. This started in 2005 and ran for five cycles. During these
programs, some 35 middle-managers from different companies would get the training, one-third of
whom were women. This occurred naturally, without us needing to request that our DPRK project
partner consider gender issues and include women in the program.
∙ Due to chronic food shortages, sloping lands were deforested and cultivated, especially during the
famine years. Originally called Sloping Land Management, now known as 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 there is an SDC program started in 2004 to help prevent landslides and
soil erosion, bring biodiversity back, and, simultaneously, produce an income for those doing the
hard work. User group members in this program are almost all female (90%). Their capacity to
grow and market their fruits and vegetables has been strengthened. Household income is
increasing, and livelihoods are improving.
∙ NGOs also support female income-generating activities, such as livestock rearing, village-level
food processing, and small-model greenhouse horticulture. In order to reduce female physical
labor time and to allow mothers to prioritize more time for childcare and feeding, mechanization is
being addressed to aid women farmworkers, for example, by providing small threshing machines,
or through conservation agriculture, where the time required for weeding is reduced. (After three
years of conservation agriculture, weeding the land is no longer needed.)
∙ In almost al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i.e., short- and long-term trainings, study tours,
conference attendances, etc.), female participation is requested and required. In November 2018,
KorAid invited a delegation from the Korean Rehabilit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Hong Kong to study services for special needs children. We had two male and two female
participants in mind but, to our big surprise, an all-female delegation was suggested. The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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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pent in Hong Kong became more relaxed, with fewer hierarchical issues than would have
been the case with men participating. Today, all four women still work at the center in North Korea
and are striving hard to implement the new ideas they learned while in Hong Kong.
∙ At our SDC office, we also provided English-language training, which was open to all team
members; however, interestingly, it was mostly the females who attended the classes and who
were the most eager to learn and do their homework.

4. Women in North Korean society – facts, figures and observations, findings and
reflections
The data I present next comes from the 2008 Population Census, thus it is somewhat old. It is
regrettable that ten years later, another census could not be carried out due to a lack of funding.
Nonetheless, from the 2008 Census:
∙ The female population constituted 51.3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 Th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had changed from “young” to “old.” The proportion of children
below the age of 15 had declined whil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65 years and older) had
increased. In 2008, the elderly population comprised approximately 8.7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 In 2008, the total fertility rate (TRF) was about 2.0—down from 2.1, which was observed in 1993.
It has since probably declined further. Marriages that are taking place when couples are older and
the use of contraception are among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fertility decline.
∙ In 2008, there were about 5.9 million households, with an average household size of 3.9 persons.
About 31.5 percent of those households consisted of only a nuclear family, with an average of 3 members.
∙ Only one in every 10 households was headed by a female, indicating that the country was still
largely a male-dominated society. We are left to wonder what this figure would look like today.
∙ In 2008, one out of every seven men had completed a university education while only one in every
12 women had done so.
∙ Women dominate the field of education sciences, with health and engineering the second and third
most common areas of study, respectively.
∙ Proportionally, more women than men work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ies (53% in
2008). Service and sales workers, likewise, are predominantly women. The ratio is such that for
every one male service/sales worker, there are 14 women doing that typ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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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8, life expectancy at birth for males was 65.6, and for females, 72.7 years. The Index Mundi
provides a 2017 estimate of 66.9 years for males, and 74.8 years for females.

I will stop with the figures now, but I will add that a friend of mine recently pointed out that
pertaining to worldwide nutrition rates, female literacy is the most crucial factor that correlates to child
nutrition status. Because the DPRK has a 100 percent literacy rate, the country is now well within the
range of the greater Asia-Pacific region in terms of nutrition, and that the status of women’s—and
therefore, children’s—nutrition in the DPRK is far better than in som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4.1. Observations and findings based on my many trips to North Korea
∙ North Korean women in the pre-famine period already faced a heavy double burden: running their
households, including raising the children and organizing family life, in addition to outside
employment. Women participation in the country’s economy is not new, but I find that their roles
are gradually changing, in that more women have become the main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 The traditional occupations for women are in the educational and medical fields (i.e., teachers,
nurses, doctors), in factories (I used to work with a factory managed by women and with only
female workers), on cooperative farms (up to 60 percent of farm labor consists of women, and
some 25 percent are farm managers; women also run almost all of the greenhouses), in the
hospitality sector, in low-level office jobs, and at construction sites. For their part, men tend to
dominate heavy industry jobs, work in mining, in finance and trading, and hold government
positions—often better occupations than women. In most cases, the work-unit of the household
head—the man—must provide housing and other—by now, minor—fringe benefits.
∙ Every worker—male or female—of 30 years of age are required to be a member of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if they are not already member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of Korea, the Union of Agricultural Workers of Korea, or the Korean Democratic Women’s
League. All of these organizations have a strong impact on women’s lives. There are no official
numbers available, but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00,000 women, 10 to 15 percent of
about 2 million members, are member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 Education is compulsory for both boys and girls in North Korea. The school attendance rate for
children between 5 and 16 years is nearly 100 percent. Nurseries are also available for babies and
small children, and because of this, the state starts having an impact on a child’s development from
a very early age. It is, however, positive that girls are receiving the same basic education as boys,

- 70 -

North Korea: Aid, Cooperation, and Gender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and thus, generally, have fewer problems participating in the workforce than in other poor or
developing countries.
∙ However, as mentioned, university education is still dominated by male students; only about 30
percent of the country’s young women attend college. Women faculties compose only about 10
percent.
∙ With the devastating famine in the mid-1990s, a marketization process began as a way of coping
with economic and food shortages. Women started small-scale, grass-roots-level businesses,
trying to make ends meet by selling home-made bakery products, as well as—when available—
fruits and vegetables. The previous dependency on the state for food and social services was
decreasing, which led more women entrepreneurs to open small restaurants and other businesses in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 sectors. Today, women dominate the markets (buying, selling, and
bartering). They are very busy making money.
∙ I have also noted that in Pyongyang and other bigger cities, street stalls are now selling take-away
food, thus releasing women from the burden of cooking for their families. Moreover, many women
today dress in fashionable, brightly colored clothes and high-heeled shoes, carry stylish handbags,
and wear make-up and jewelry. Since Ri Sol Ju, the wife of leader Kim Jong Un, was seen on
television wearing earrings, this started a new trend. Many young women have also undergone
double eyelid surgery with eyebrow or eyeliner tattoo treatments other popular fashion statements.
∙ With the emerging markets, women yield more power. The markets are not only places to
exchange goods but also information. As many women today have become the family
breadwinner, their role in society has strengthened. And they are now in charge of the family
income. Once, when conversing with my North Korean female staff members at the SDC, they did
not believe me when I told them that in very traditional Swiss families, wives would often not
know how much their husbands were earning.
∙ Women in North Korea today are in stronger positions, and with that, I learned that separation and
divorce rates have risen markedly in recent years. Being financially independent obviously allows
women to leave violent or unfaithful husbands. Apparently, there is a joke that women in the
markets make: “If there was anyone who would buy my husband, I would be most happy to sell
him—even at a discount.”
∙ When I initially started working in North Korea in 1995, I often faced four basic questions: Where
are you from? How old are you? Are you married? And do you have children? There was always
an uneasy silence when I said that I did not have children and I was not married. However, today,
North Korean women are less inclined to marry and have children, and being single is now also
accepted.

- 71 -

The 10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 That said, raising children is challenging for divorced women because, so far, there is no law
forcing ex-husbands to pay alimony or maintain child support.
∙ Another change I have noted is that the society’s previous preference for sons seems to have decreased;
more couples are happy having girls, and in residential child care institutions, the number of boys
is often higher. A number of my North Korean male colleagues also told me that though they
would have liked to have had a second child, their wives had categorically rejected this idea.
∙ Women on farms or in poorer regions in the country, however, often face more and tougher
challenges. The work is physically hard and the hours long, and men in the countryside—as well as
in the cities—are not great with helping out with household chores. Time for market participation is
limited, so they often make just enough money to get by, and can hardly accumulate any savings.
∙ Military service also has an impact on women, although relatively few females enter the service.
Men, however, spend long years in the military, and after those compulsory years, many then start
their university education. For this reason, a large percentage of men enter the workforce very late,
and this, of course, impacts the society’s women, as well. A study would need to be done to see the
degree to which the effect is positive or negative.
∙ Returning to the summit with US President Trump in Singapore, Kim Jong Un brought along his
sister Kim Yo Jong, the diplomat Choe Son Hui, the singer and politician Hyon Song Wol, and
United Front Department Director Kim Sung Hae—an intriguing presence of four women. We
might wonder how strongly Kim Jong Un’s life is influenced by women.

4.2. My experience working with North Korean women
Let me start by stating that I—personally—have very limited experienc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but I have noted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have been women. I also cannot comment on the
situation of the women across the border, in China, or in detention in North Korea, because I do not
have any firsthand information. However,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 working with
North Korean women:
∙ Running the office of the Swiss government in Pyongyang, I never felt it was a problem being
female, although I mostly dealt with senior male government officials because there were so few
North Korea women in high-ranking or leadership positions. Establishing relationships and trust,
respecting one another, and with that, each other’s differences, were prerequisites for a good
working environment.
∙ Being a woman country director made it easier to get female team members to join our office and
to have women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raining programs and study tours abroad. We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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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leading mixed delegations. All-female delegations were usually more relaxed and less
formal, although hierarchy remained tremendously important. Position and age determine who is
in command, with lower-ranking members carrying the boss’s briefcase and making all the
arrangements. Women traveling for the first time were very curious and eager to try things and
have new experiences.
∙ The women I currently work with, as well as those whom I have worked with previously, are
bright, strong, solid, and committed leaders, confident in their approaches and good team players,
while at the same time, supportive of each other—at times, quite aggressively—but also fun-loving
and humorous. And they are not afraid to show their emotions, which helped me understand the
reactions to Kim Jung Il’s death, the tears flowing at the airport when they were boarding flights
back to Pyongyang, or when experiencing firsthand the sad situation in the orphanages or seeing
the challenges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ce in their country.
∙ Some 80 percent of the teachers in North Korea are women. Once, while I was in a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all-male group of officials expressed grave concern that “their
education system was becoming too feminine,” and because of this, they felt that boys were not
being trained to be tough or aggressive enough.
∙ Overall, even with recent advances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women are still
significantly lower in social status. And very few women hold positions of power; those that do
often have relatives in the country’s top leadership. Thus, the male-first nature of the society
persists. Over the years, the highest ranking female official I have met with was a female
vice-minister (for agriculture).
∙ At the SDC office, we also had a lot of fun. Once, a friend of mine, a very famous hair stylist, came
to visit me—with his scissors. We set up an ad hoc beauty salon in our compound. My female team
members started studying hairstyles for endless hours. For their haircuts, they came with fashion
magazines, computer printouts, and other pictures to make their wishes clear. They knew what
they wanted, and we had a lot of fun, with everybody enjoying their free treat. My cook came
without a picture, but stated very clearly that she wanted to look like the “German President”—
meaning Angela Merkel!

5. Has the DPRK changed in the past 20 years?
This is a question I am often asked. The answer is both yes and no. But it is certainly no longer the
same country I experienced in 1995. Some years ago, I created the term “the 5Ms,” and these M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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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quite valid today. They include the fact that markets and money are playing a much bigger role in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mobile phones have become a common form of communication;
motorcars have increased; and, lastly, in Pyongyang, there is a developing middle class.
What do I mean by a middle class? Youngsters show off their latest mobile phones; people take taxis
to work or to go out in the evening; couples are regularly seen eating in expensive restaurants, where
their bills are paid with stacks of Euro or USD notes; women wear jewelry (fine gold chains and finger
rings); and men smoke expensive, imported cigarettes—to name just a few visible signs.
Today, another M can be added. This M is for mindsets: Citizens’ mindsets are changing too,
particular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 Pyongyang. These are the young adults who grew up in a
time when the regime stopped providing everything—food, clothing, and many daily necessities. Thus,
they are not used to receiving government handouts, but instead, finding their own ways to make ends
meet. They have thus developed a certain entrepreneurial spirit. And women, of course, are very much
part of this new group.

6. A few more points in closing
In order to find ways to positively enhance and influence the status of women in North Korea, many
topics will need to be studied in greater detail. I have also not mentioned the fact that in North Korea,
Confucianism is still deeply ingrained in the culture, and the roles forced onto them for more than half a
millennium have left their mark. Furthermore,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at development never
starts at the periphery, but that it usually extends out from the capital, first to other big cities, and then,
from there, gradually, to the countryside. Women in North Korea, like in many other societies, face
countless challenges, an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ose living in the country’s rural areas.
Although the status of women is still far from being equal to that of men, I have observed in recent
years many positive developments that have come with women being at the forefront of the changing
North Korean economy. In order to raise family living standards, and realizing that financial success
brings independence and social empowerment, North Korean women are becoming more and more
active as business entrepreneurs. If we can support these women to help them grow further and
strengthen their positions, it will not only bring the women and their families forward, but society at
large.

14 November 2018/z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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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전적 환경에서의 원조, 협력 그리고 젠더

카타리나 젤웨거 | 스탠포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전) 스위스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

제10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한: 도전
적 환경에서의 원조, 협력 그리고 젠더”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상황에 대해 설
명하고, 지난 몇 차례의 방문을 통한 북한에 대한 인상과 관찰, 그리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맥락 속
에서 북한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1995년 봄이었고, 가장 최근의 방북은 불과 몇 주 전인 9월이었습니
다. 가장 최근의 지난번 방북 시에는 평양에서 원산-함흥-중진을 거치는 육로여행과 개성 방문에 대한 승
인을 받았습니다. KorAid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 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후속작업을 위해 흙과 움푹 패인 구멍이 많은 도로를 따라 지프를 타고 1,800 킬로
미터를 여행하였습니다.
스위스 외무성 산하의 스위스개발협력처(SDC) 재직 당시 북한을 70여 차례 방문했고, 실제로 그 곳에
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거주 했었습니다.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대북지원에 대한 초점은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사람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 창출, 개인 및 제
도적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 있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무기 프로그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싱가
포르 정상회담, 굶주린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매
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4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왜 은퇴 후의 안락한 삶을 즐기는 대신, Koraid 라는 소규모 NGO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
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원조단체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
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평양에 사무소를 둔 유엔기구 몇 곳과 5개의 유럽 NGO 기관들, 정기적인 방
문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NGO 몇 곳뿐이어서), 제가 카리타스(Caritas)와 스위스 정부에서 수년
동안 재직하면서 얻은 전문지식과 지식을 활용하고, 우리가 협력해온 북한 관계자들과의 관계 및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제가 남아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KorAid는 북한의 준정부기구(semi-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주로 장애인과 기숙 시설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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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주의적 사업과 북한의 현재 상황
북한에 대한 국제적 긴급 구호는 23년 전인 1995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끔찍한 기근에
직면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반적인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어오고 있습니다. 대량의 식품과 비
료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지속 가능성, 지식 이전
및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와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 어린이, 병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 북한 주민들
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성적인 식량 불안입니다. 더 이상 기근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유년기 영양실조
가 문제입니다.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의 부족, 부적절한 건강관리, 물 및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
족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불안은 북한에서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자연재해, 홍수, 가뭄이 빈번하게 발
생하여 취약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엔기구, 평양에 사무소가 있는 공여국(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NGO 및 EU 식량 안보국의 프로
그램들은 현재 주로 영양, 식량 안보, 건강 및 물 및 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만 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의 개발협력은 부재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구호 및 재건과, 더 나아가 개발원조의 연결을 통해 일반 대중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사후적인 해결책(remedy)보다 낫다는 근거를 가지고, 일부 사실 북한 원조 프로
그램은 이미 개발과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을 통합한 "하이브리드(hybrids)" 형태로 진행되는 훌륭한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제재가 오래갈수록 일
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향식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제
재가 이미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제재가 원조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주로
이론에 그칠 뿐, 실제 관행은 종종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2. 원조가 변화를 가져올까?
1990년대 중반에 기근이 닥쳤을 때 국제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나, 처음에는 국제 사
회가 상황의 심각성을 믿고 싶지 않아했고, 그래서 다소 소극적(reluctantly)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관계
자들에게 배움의 과정(learning process)이 되었습니다. 당시 원조 기관은 북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북한인들은 국제 원조와 계획 및 인도 시스템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협력관계자들이‘현장 방문(site visits)’이라고 부르는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저는 북한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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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원의 환자, 농부, 교사, 어린이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눈 맞춤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을 대할 때 덜 두려워하고, 우리
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 해외여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개선되어오고 있고 이는 부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의 결과입니다. 가정 식수
공급, 특수한 니즈를 가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온실 프로젝트를 통한 영양의 개선은 평범한 북한 사람들
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들은 서서히 관계와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해외로부터 온 정보들이 견해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근이 닥친 몇 년 동안 원조는 아주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원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강력
한 결단력과 지혜(resourcefulness) 때문에 더욱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활동이나 창업
(entrepreneurship)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농업 정책과 관련해
위임된 변화를 실험하는 것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수년에 걸쳐 국가, 도(province), 군(county) 및 마을 등의 다양한 직무의 공무원들과 협력 관계가 개선
되었으며 일정한 수준의 신뢰와 개방성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는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
게 되었고,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접근은 과거보다 용이해졌습니다. 더욱이 북한 당국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술 지원이 북한 협력관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제공된 자료들이 의도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에서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스위스 정부에서의 5 년간의 근무기간 중, 2003년에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스위스개발협력처(SDC) 정책의 목적은 모든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활동이 여성과 남성
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개발의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통제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
키는 것이다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설적인 참여 및 (가능하다면) 협력 과정을 통해 젠
더관계(gender relations)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권한이 강화될 수 있
도록(empowerment)을 주류화하는 것이다.”
젠더 정책, SDC 2003
또한 온라인 상에 스위스개발협력처(SDC)가 발간한 바 있는 "실제에서의 젠더: SDC 및 파트너를 위
한 툴킷(Gender in Practice: A Tool-kit for SDC and its Partners)"라는 제목의 실무자료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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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원조 기관은 젠더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서 수행하
는 일에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제가 스위스 정부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매년 ‘평양 비즈니스 스쿨(Pyongyang Business School)’
이라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05년에 시작되었고 5차례 운영 되었습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회사에서 온 약 35 명의 중간 관리자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 3분
의1은 여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협력관계자들에게 젠더이슈를 고려하고 프로그램에 여성을 포함시
킬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자연스레 발생했습니다.
•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 특히 기근 동안 경사지(傾斜地) 는 삼림 벌채되고 경작이 이루어졌습
니다. 원래 원래 “경사지 관리(Sloping Land Management)”로 불리던“지속가능한 생계 및 재해경
감(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 사업은 2004 년에 시작되어 산사태와 토양 침
식을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되살려 주며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창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룹 구성원은 거의 모두 여성(90%)입니다. 여성들이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판매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생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NGO들은 또한 가축 사육, 마을 수준의 식품 가공 및 소규모 온실 원예와 같은 여성 소득 창출 활동
을 지원합니다. 여성의 육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어머니로써의 보육 및 수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기 위해 작은 타작 기계를 제공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는 농업 등을 통해 여성 농장 노동자를 돕기 위한 기계화가 진행 중입니다. (3 년간의
보전 농업 이후, 더 이상 땅을 제초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거의 모든 역량 개발 프로그램 (단기 및 장기 교육, 학습 투어, 회의 참석 등)에는 여성의 참여가 요청
됩니다. 2018년 11월, KorAid는 장애 아동을 위한 한국재활센터(Korean Rehabilitation Center)의
대표단을 홍콩으로 초청하여 특수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
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표단은 모두 여자로 제안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열흘은
남성이 참여한 경우보다 위계적 문제(hierarchical issues)가 적었으며 더 편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네 명의 여성 모두 여전히 북한 중심에서 일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배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
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SDC 사무실에서 우리는 모든 팀원에게 공개 영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업에 참석하
고 숙제를 하고, 배움을 가장 열망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4. 북한 사회의 여성 - 실상, 수치와 관찰, 발견과 회고
다음에 제시하는 데이터는 2008년 인구 조사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소 오래되었습니다. 10년 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인구조사가 수행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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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구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51.3%를 차지했습니다.
• 사인구구성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감소했고,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2008 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7 %를 차지했습니다.
• 2008년 총 출산율(TRF)은 1993년에 관찰된 2.1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도 더 줄
어들었을 것입니다. 혼인연령이 높아졌고, 피임약 사용이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일 것
입니다.
• 2008 년에는 약 590만 가구가 있었고 평균 가구구성원 수는 3.9 명입니다. 그 가구의 약 31.5 %는 평
균 3명으로 구성된 핵가족이었습니다.
• 여성이 가장인 가구는 10개 가구 당 1 가구로, 이는 여전히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수치가 오늘날은 어떨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 2008년에는 남성 7명 중 1명이 대학 교육을 마쳤지만 여성은 12명 중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 여성들은 교육과학 분야에 지배적으로 진출해있고, 건강과 공학 분야가 그 뒤를 잇습니다.
• 남성보다 여성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2008년 53%). 서비스와 영업 사원 또한 마
찬가지로 주로 여성입니다. 남성 서비스/판매 노동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 1명당 14 명 꼴입니다.
• 2008년 남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65.6 세였고 여성의 경우 72.7 세였습니다. “Index Mundi”가 제
공하는 2017년의 추정치는 남성의 경우 66.9 년, 여성의 경우 74.8 년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의 수치 제시에서 그치지만, 세계적인 영양 관련 수치와 관련해, 여성의 식자력이 아
동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최근 제 동료가 지적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
다. 북한은 100퍼센트의 식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영양 면에서는 양호
하고, 따라서 북한에서의 여성의 영양 상태는 다른 일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 여러 차례의 방북에 근거한 관찰과 발견
• 기근 전의 북한 여성들은 이미 외부 고용활동 외에도 자녀 양육 및 가족생활을 포함한 가정 운영을
수행해야 하는 버거운 이중부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저는 여성들의 역할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한 가장
(breadwinners)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여성을 위한 전통적인 직업은 교육 및 의료 분야(교사, 간호사, 의사), 공장(여성이 관리하는 공장과
여성 근로자만 함께 일했던 공장)에서 협동 농장 (농사 관련 노동의 최대 60 %는 여성으로 구성되며
약 25 %는 농장 관리자이며 여성은 거의 모두 온실 분야를 운영합니다), 저급 사무직, 건설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남성은 중공업 분야 일자리를 장악하고, 광업, 금융 및 무역 분야에 종사하며, 정부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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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여성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
의 가장인 남성은 주택 및 기타 사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30세의 모든 노동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미 노동당, 농업노동자연합, 민주여성연맹 소속이 아
닌 경우, 한국노총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직은 여성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습니다.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200만 명 중 10~15퍼센트인 30만 명의 여성이 한국 노동당의 일원이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소년 소녀 모두에게 교육은 의무입니다. 5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학교 출석률은 거
의 100퍼센트에 달하고, 보육원은 아기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제공되며, 이 때문에 국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는 소녀들이 소년들과 동일한 기본 교육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가난한 국가나 개발도상국보다 노동력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적습니다.
• 그러나 언급했듯이 대학 교육은 여전히 남성 학생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국 젊은 여성의 약 30%
만이 대학에 다닙니다. 여성 교직원은 약 1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 1990년대 중반의 엄청난 기근으로 인한 경제 및 식량 부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시장화가 시작되
었습니다. 여성들은 소규모의 풀뿌리 수준의 사업을 시작하여 집에서 만든 빵과 과일 및 채소를 판매
함으로써 기근을 이겨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식품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감소하여 더
많은 여성 기업가가 도매 및 소매 무역 분야에서 소규모 레스토랑 및 기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
다. 오늘날 여성들은 구매, 판매, 물물교환 등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
다.
• 평양과 다른 대도시에서는 노점상이 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여성들은 가족 요리의 부담
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으며
세련된 핸드백을 들고 메이크업과 보석을 착용합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씨가 귀걸이를 한 모습
이 TV에서 목격된 이후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과 더불어 눈썹이나 아이라이너 문신 시술 등을 받았습니다.
• 시장의 생성과 함께 여성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가장이 되었기 때문
에 사회에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족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SDC에서 북한 여성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매우 전통적인 스위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얼마
나 벌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저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 오늘날 북한 여성들은 더 강한 지위에 있으며, 그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이혼율과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분명 여성들이 폭력적이거나 불충실한 남편을 떠
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남편을 사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팔아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심지어 할인된 가격에도 말이다.” 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 1995년 북한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종종 네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들

- 80 -

North Korea: Aid, Cooperation, and Gender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은 “어디서 왔습니까?”, “몇 살 입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입니다. 아이가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면 늘 불안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여성
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경향이 적고, 독신이 되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이혼한 여성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
하거나 자녀 양육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제가 주목한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 아들에 대한 사회의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
은 부부가 딸을 갖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주거보육기관(residential childcare institutions)에서
는 남자 아이들의 수가 종종 더 높습니다. 북한 남자 동료들도 둘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들은
이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농촌이나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동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
이 길며 시골의 남자들은 집안일을 돕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 시간은 제
한되어 있으므로 근근이 살아가기에만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고 저축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 군대 복무도 여성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의 여성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군대에서 오
랜 세월을 보내고, 의무적인 복무 기간을 보낸 후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로 많은 남성이 매우 늦게 노동력에 진입하며, 이는 물론 사회 내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
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수행할 당시 김여정, 최선희 외교관, 가수 겸
정치가 현송월, 김성해 통일전선부장 등 4명의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정은의 삶이 얼마나 여성
들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2. 북한 여성과 함께 일한 경험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탈북자들과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바이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국경 너머, 중국, 또는 북한 내에서 구금 상태에 있는 여
성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직접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북한 여성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 평양에 있는 스위스 정부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저는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
다. 고위직이나 관리자급 직위에 있는 북한 여성이 거의 없었고 고위 남성 공무원이 주류였음에도 불
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관계와 신뢰를 확립하는 것은 좋은 작업 환경을 위
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 여성이 북한사무소장이 된 것은 여성 팀원들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여성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투어(study tour)에 참여하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혼합된 대표단(mixed
delegations)을 이끄는 여성을 두었습니다. 위계구조(hierarchy)가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모
든 여성 대표단은 일반적으로 더 편안하고 덜 형식적이었습니다. 지위와 나이에 의해 누가 지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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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결정되고, 하위 순위의 구성원은 상사의 서류 가방을 들고 모든 준비를 합니다. 처음으로 여행
하는 여성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았고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열망했습니다.
• 제가 최근 함께 일한 여성들과 함께 일했던 여성들은 똑똑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헌신적인 리더이며,
그들의 접근 방식과 훌륭한 팀 플레이어로써 자신감을 갖고, 서로 지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상당히 공
격적(aggressive)이지만 재미있고 유머러스 했습니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반응, 공항에서 평양으
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눈물, 고아원의 슬픈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장애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을 볼 때 등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 북한 교사의 8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한때 제가 교육부와 회의를 하는 동안, 모든 남성 관리들은 "교
육 시스템이 너무 여성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남학생들이 강인하거
나 적극적(aggressive)일 수 있도록 훈련 받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 전반적으로, 최근 북한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권력 있는 지위를 가진 여성들은 국가의 최고지도층에 친척
이 있는 사람 등 소수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남성 우선적인 성격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내가 만난 여성 최고위직 공무원은 차관(농업부) 뿐이었습니다.
• SDC 사무실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아주 유명한 헤어 스타일리스트인 제 친구가
가위를 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간에 임시 미용실을 설치했고, 여성 팀원들은 몇
시간 동안 헤어스타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을 위해 그들은 패션 잡지, 컴퓨터 인쇄물 및
기타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희망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
고,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료 서비스를 즐겼습니다. 제 요리사는 사
진도 없었지만, 그녀가 안젤라 메르켈 ‘독일 대통령’처럼 보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5.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변했을까?
이것은 제가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예’와 ‘아니오’ 둘 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95년에 제가 경험했던 나라는 더 이상 아닙니다. 몇 년 전 저는 ‘5M’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5개
의 M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에는 시장(Market)과 돈(Money)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휴대 전화(Mobile Phones)는 일반적인 의
사 소통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동차(Motorcars)가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는 중산층(Middle
Class)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란 무슨 뜻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최신 휴대 전화를 과시합니다.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일하
러 가거나 저녁에 외출합니다. 부부는 값 비싼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부부는 유로 또
는 달러로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여성들은 보석(비싼 금 목걸이와 반지)을 착용합니다. 남성은 값 비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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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담배를 피웁니다. 이들은 몇 개의 눈에 띄는 신호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M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가짐(Mindset)입니다. 시민의 특히 평양의 젊은 세
대들 사이에서, 마음가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음식, 의복 및 많은 일상생활 필수품 제공
을 중단한 시기에 자란 젊은 성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부 유인물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고 대신 목적
을 달성하는 자신의 방법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이 새로운 그룹의 일부분입니다.

6. 마치기 전, 몇 개의 주제들
북한 여성의 위상을 긍정적으로 고양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주제를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북한이 여전히 유교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500년 이상 그
들에게 강요된 역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개발이 주변부에
서 시작되지는 않지만, 보통 수도에서 다른 대도시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차 시골로 확장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다른 많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의 지위와는 차이가 크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여성들이 변화하는 북한 경제
의 최전선에 서게 된 많은 긍정적인 발전을 관찰하였습니다. 재정적 성공이 가족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독
립성과 사회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며 북한 여성들은 비즈니스 기업가로서 점점 더 적극적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성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더 성장하고 그들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
다면, 그것은 여성과 그 가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2018년 11월 14일/z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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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 Strategy for Gendersensitive Empowerment

Young-Ja Park | Director,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Economic Activity of North Korean Women
According to the 2008 census of North Korea, the distribution of labor power by industry is as
follows: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36%(4.39 million), social overhead capital and other service
industries 34.4%,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29.6%. Whereas the result of 1993 were
manufacturing industry 37.5%, agriculture and fishery 30.7%, social overhead capital and other service
industries 22.4%, others 9.4%.
Hence, the midst of Arduous March of 1990’s and the market expansion of 2000’s have resulted in
st

rd

qualitative change of the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to 1 and 3 industry-based. Considering
st

rd

the gender, women have a greater distribution compared to men in 1 and 3 industries, agriculture and
fishery, retail, food and lodging industry, and business/private public services.

<Table 1> Industrial distribution by gender in North Korea(2008)
Mining and Manufacture

Social overhead capital and other service industries

Wholeale
Electricity,
and retail transportation,
Manufacture Construction
sales, Food communicatio
and lodging n and banking

Business/
preivate
social
service

Agriculture
and Fishery

Mining

Men and 12,184,720
Women
(100)

4,386,895

718,195

2,882,982

367,650

698,560

657,955

2,472,483

(36.0)

(5.89)

(23.7)

(3.0)

(5.7)

(5.4)

(20.3)

6,359,938

2,082,297

458,484

1,507,014

285,941

200,553

467,762

1,357,887

(100)

(32.7)

(7.21)

(23.7)

(4.5)

(3.2)

(7.4)

(21.4)

5,824,782

2,304,598

259,711

1,375,968

81,709

498,007

190,193

1,114,596

(100)

(39.6)

(4.46)

(23.6)

(1.4)

(8.6)

(3.3)

(19.1)

109

90

177

110

350

40

246

122

Total

Men
Women
Sex Ratio

Note : Total includes unidentified industries (Unit : Persons, %)
Bibliography: Statistics Korea(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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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stribution of employee by occupation, the number of experts is the highest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which the number of women are larger, and the industry with the highest sex ratio
is the administrative position, which is mostly men (509).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and sales
workers (7) and clerks (22) have a significantly lower sex ratio which women are mainly engaged in.

<Table 2> Occupation Distribution by Gender
Total
Men and
Women
Men
Women

North
Korea
Sex (2008)
Ratio South
Korea
(2005)

Administration Profession Technical

Clerk

Service
sales

442,042 102,146 816,899

Agriculture
Machinery
and fishery Technicians operation and
expert
assembly

Simple
Labor

12,184,720

189,554

1,011,034

4,244,642

2,124,061

1,743,180

1,503,526

(100.0)

(1.6)

(8.3)

(3.6)

(0.8)

(6.7)

(34.8)

(17.4)

(14.3)

(12.3)

6,359,938

158,408

667,710

154,856

18,565

54,197

1,920,030

1,398,470

1,114,793

868,797

(100.0)

(2.5)

(10.5)

(2.4)

(0.3)

(0.9)

(30.2)

(22.0)

(17.5)

(13.7)

5,824,782

31,146

343,324

287,186

83,581

762,702

2,324,612

725,591

628,387

634,729

(100)

(0.5)

(5.9)

(4.9)

(1.4)

(13.1)

(39.9)

(12.5)

(10.8)

(10.9)

109

509

194

54

22

7

83

193

177

137

161

837

103

217

134

80

110

510

396

190

Note: The job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done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6th). The
total includes unidentified occupations(Statistics Korea, 2011), (Unit : Persons, %)

On the other hand, take a look at the economic activities of households that enables us to indirectly
deduce unofficial economic activity that led to marketization from the bottom. Among the population
aged 16 years and over, three out of ten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in households with the
purpose of self-consumption such as gardening and livestock breeding, where female participation rate
is higher (32.8% for women and 27.9% for men). The type of economic activity in households is 31.5%
for household gardening, 26.0% for raising livestock, 21.1% for firewood, and the average workday per
week is 1.97 hours, which is also higher for female participation rate (2.19 hours for women, 1.68 hours
for men).
As of 2008, this pattern showed fluctuation for the past 10 years, but the female-led market economy
is becoming institutionalized in everyday life after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in 2012. In this
process, changes were made in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1) Statistics Korea, North Korea Census Analysis, March 2011 Press Release. By region, Pyongyang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business and private public services (33.8%), Jagang Province (32.2%), South Pyongan (12.0%) and
Hwanghae Province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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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preoccupied to eke out a living. 'For a better tomorrow than today,‘ not only the movement to
develop the market economy and accumulate private property, but to escape from the control and
system of power was seen. These changes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expansion of the market, the
information circulation, increase in movement, and the increase in border crossings.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strategies for gender-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women's empowerment strategies centering on these factors.

2. Successful Cas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able 3> below lists some of the major successful cases reported by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DCED), a support organization for private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able 3> Major successful cases of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upport
Area of Support

Business
Environment
Reformation

Value Chain
Developmnet2)

Country on
Support

Contents of Support Project

Nigeria

DFID(England Department for
Policy consultation for business-related deregul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Vietnam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olicy consultation for the enactment of new business
laws

Peru

ILD(Institute of Liberal
Democracy)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Policy consultation to streamline the company registration
process

Kenya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nd marketing support to increase corn
productivity

Ethiopia

USAID

Education and marketing support for diversification and
increase of income of farmers' cooperative.

Ghana

USAID

Increase of productivity of horticultural products (fruits /
vegetables) and support of export marketing

SIDE(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Organic farming education, quality control and certification
system development, marketing support

Practical Action(England NGO)

Establishment of network for cow feed, and animal
medicine

DFID(England)

Supporting milk farms, Improving government licensing
procedures related to milk production

BRAC(Bangladesh NGO)

Livestock supply and livestock technology training for
women in poverty

USAID

Technical training and microfinance support for advanced
coffee production

Uganda/Tanzania
Zimbabwe
Kenya

Business
Development
Service

Support Institute

Bangladesh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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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of Support

Private-Public
Cooperation

Green
Development

Country on
Support

Support Institute

Contents of Support Project

Kenya

USAID

Improved market linkage between avocado producers and
exporters and technical support for related farming
industry

Kenya

DFID(England),
Vodafone(England Moblie
Communication company)

Co-founding and operation of M-Pesa, Kenya's first
mobile banking service company

Malawi

DFID(England)

Cotton seed improvement and low-cost sales, ope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network dealing with contract
purchase of cotton produced

Rwanda

World Bank, Rwanda
Government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supply of rural water supply
(technical support for water supply companies)

EU,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echnical support, marketing and financing for various
energy producers (briquette, stove, solar, battery, biogas,
etc.)

Africa

KickStart

Supply of manpower pump for farmland irrigation to
African small farmers

Nepal

USAID

Promoting low-cost micro irrigation systems for small
farmers in disputed areas, and encouragement of the
cultivation of expensive crops

East Africa

Technology

Source: DCED(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Website “sucess stories” Page contents <http://www.enterprisedevelopment.org/page/stories>, referred by author(Access date: 2016.3.30.), Kim Suk Jin, Hong Jae Hwan(2016)3)
recited.

Vocationally, the most vulnerable group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re farmers and fishers, in
which many women are employed. It is pretty much the same in North Korean case. Therefor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success cases above. Furthermore, it is women who lead the market
economy linked with the contin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ive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already verified in variou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cess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the will and capacity of beneficiary actors and the
initiative based on them. Donors may help the development, but they cannot lead i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enhancing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omen's economic capacity
is the empowerment strategy.

2) This is a business that enhances the efficiency of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which refers to the entire process of
purchasing, production, and sales activities, and reinforcing linkages.
3) Kim Seok-Jin, Hong Jae-hwan,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for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People's Economy”
(KINU, 2016),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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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powerment Strategy for Enhancing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Capability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the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is
women’s empowerment. As it was previously discussed, North Korean women are the main actors in
the field of maj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Also, most of the international
successful cases of private economic development support are women-friendly projects that are related
to everyday life. Moreover, currently, North Korean women are the operato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ommerce, service, distribution, transportation, etc.) that lead marketization,
pave the way for a better future, and drive the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Empowerment, which is often interpreted as strengthening competence or reinforcing strength, can
be defined as the cultivation of self-esteem, self-confidence, and will of action of disadvantaged groups,
in terms of its attributes and goals. The empowerment of North Korean women can be realized in the
process where North Korea’s actors build the power to change the reality and construct the environment
in order to benefit their lives which requir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Especially, in terms of policy, goal setting is very important. In the current stage, the policy goal of
North Korean women's empower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creation of the main liberal agents in
North Korea, the improvement of the lives of North Korean wome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democratic market system, and the poverty-less growth model. This goal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the direction of Koreas development, the vis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e strategy for realizing this goal is a holistic approach that links micro-macro-middle-class
methods. It focuses on the dimension of the micro-actor and connects the macroscopic structure with
the middle-class level. First, it overcomes limitations and abstraction of period macroeconomic policy,
but it is based on experience of environment and policy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dealing
with the macro level. Second, from a micro-perspective, it emphasizes the cultivation of people’s
self-esteem, self-confidence, and willingness to change the status quo for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actors in North Korea, with centering on the actor’s cognition. This is linked to the integrated policies of
promo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and enhancing the affin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s. Third, it links the measures to promote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t the middle and upper
level.
This is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prosperity and shared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alization of a more realistic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refore, it recognizes
unification and integration as a single connected process of ‘inter-Korean integration process.’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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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attention is paid to a group of actors who can promote liber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for poverty-reduction in North Korea. The major group of actor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f
social classes, generations, and regions from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s and cohesion. However, a
gender perspective that separates these groups should be combined.
The definition of empowerment strategy for North Korean society and wome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psychological empowerment.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s to build
self-confidence to be able to solve given tasks under difficult situations and that is meaningful to
oneself and to cultivate willingness to act based on self-esteem of a member of a society. Thus
self-efficacy based on self-esteem and confidence of individual, competence, and knowledge are the
key factor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Th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especially for the
awareness of middle and low class women of North Korean and market generations, and improving
human rights.

<Figure 1> Conceptual model for psychological empowerment

Source: Brian D. Christens, “Toward Relation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50 (2012), p.
121. <Figure 1>. Conceptual Model for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Latent Construct with Emotional, Cognitive,
Relational and Behavioral Components, and Hypothesized Elements of Each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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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l for psychological empowerment shown in <Figure 1> is a fusion of the following four
dimensional components: emotion, cognition, relationship, and behavioral.
① Emotional components are area-specific perceived control, are-specific self-efficacy, motivation
control, and perceived competence.
② Cognitive components are critical awareness, understanding causal agents, skill development, skill
transfer across life areas, and resource mobilization.
③ Relational collaborative competence, bridging social divisions, facilitating others' empowerment,
network mobilization, and passing on legacy.
④ Behavioral components are community involvement,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and coping
behaviors.

Second, is structural empowerment. Focusing on the effect of social environment on an individual’s
behavior, it also focuses on the process of providing environment, experience, opportunity, and
resources for individual actors to be empowered. Its components are opportunity, information,
resources, support, official power, and access to informal power. This is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gives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 elites, informatization plan, critical intellectuals and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with its emphasis on middle-upper class and middle-aged women in North Korea.
Third is relational empowerment. This focuses on establishing or changing the formal-informal
system (including culture) from human relations in a society of the middle range, where micro and
macro meets. The main compon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goal of meaningful pursuit of
power, the attitude toward goal attainment, and the influence of behavior in relation to achievement of
goal. In terms of policy, it is highly correlated with leadership or organizational theory that emphasizes
important influences in shaping or changing institutions.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to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ubject, which focuses on the elite, middle-class women, and middle-aged
women who want change in North Korea.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uthentic leadership" among women has an important meaning.
Authentic leadership is a model of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leaders who are authentic in the
relationship and behavior with the actors of empowerment. Authentic leaders whom members can trust
produce higher levels of self-awareness and self-regulated positive behaviors on their own with their
own experience and capabilities. Leadership factors that make this possible are hope, optimism,
resilience, self-efficacy, healthy moral consciousness, and a supporting organizational climate4).
4) Carol A. Wong and Heather K.S. Laschinger, “Authentic Leadership,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p.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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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 leaders promote the authenticity and growth of themselves, their helpers, and their
members. Their behavior also appears to be a "sustainable performance" with sincere and happiness.
Though there are various meanings, when it is summarized, authentic leadership as a mediator of
promotion of the members' empowerment can be defined as "the behavior of a transparent and moral
leader who encourages the sharing of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and the gathering of opinions of
members".5)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elements of authentic leadership that contribute to people's
empowerment.6)

<Table 4> Components and behavior of authentic leadership
Components

Authentic leader’s behaviors

Relational
Transparency

• Speaking properly what she / he means
• Publicly acknowledging mistakes
• Encouraging others to talk about their concerns or interests
• Willingly sharing the truth
• Showing the emotions that suit her / his actual feelings

Moral, Ethical
Conduct

• Acting in accordance with her / his beliefs
• Decision making based on core values
• Understanding and anticipating others to act on their core values
• Applying high ethical standards to decision making

Balanced
Handling

• Requesting opinions that are against personal perspective
• Considering various data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 Avoiding prejudice against specific issues
• Considering multiple perspectives

• Requesting feedback to promote inter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Reflecting on her/his pers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s understood by others
Self Awareness
• Understanding how her/his actions affect others
• Reevaluating her/his position in important issues
Bibliography: Heather K. Spence Laschinger, Carol A. Wong, and Ashley L. Grau, “Authentic Leadership, Empowerment and
Burnout: a Comparison in New Graduate and Experienced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21, no. 3
(April 2012), p. 6.

Fourth, the authentic leadership that was previously discussed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way we
establish relations with North Korean women and authorities, and the perspective of empowerment in
writing the manual. In particular, the 'components and actions of true leadership', which have proven
their significance in various experiences, can be a way of establish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5) Ibid., p. 949.
6) This table summarizes examples of true leaders who have been empirically proven through cross-analysis with the
following key empirical studies: William L. Gardner, Bruce J. Avolio, Fred Luthans, Douglas R. May, and Fred
Walumbwa, "Can You See the Real Me? A Self-Based Model of Authentic Leaders and Follower Development,"
Leadership Quarterly, vol. 19 (2005), pp. 343~372; Fred Walumbwa, Bruce Avolio, William Gardner, Tara Wernsing, and
Suzanne Peterson,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eory-Based Measure," Journal of
Management, vol. 34, no. 1 (2008), pp. 8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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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exchanges, as well as discussions on gender issues, human rights issues, and variou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our attitude for building
trust and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furthermore, for the unific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realize the multidimensional empowerment process connecting Macro
and Micro, we need to consider multi-dimensionality beyond individual or program level when
integrating the numerous experiences of empowerment and theoretical development process both
domestic and abroad. Therefore, we need to approach convergence on the social,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 level. The empowerment framework model of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based on
this awareness is shown in <Table 5> below.

<Table 5> Empowerment framework from multidimensional approach
Dimension

Society

Individual

Team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Empowerment
• Recognizing the challenges of history and the social environment
• Working together with community powers such as social support
• Enabling field control and intervention
• Promoting community development or change.
• Increasing spontaneity and personal accountability
• Recognizing and developing existing strengths of residents
• Encouraging individual skills development
• Respect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beliefs of the people who can be the source of strength
• Clarifying the value of the team
• Ensuring specific role assignments
• Enabl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cultures
• Creating a space for 'reflection practice'
• Recognizing and managing the power gap between employees
• Having a separate reflective area or support measures for indigenous employees
• Hiring locals and developing their skills
• Gathering employees' opinions transparently
• Ensuring that the needs of the client are a top priority
• Ensuring a fair and secure environment
• Facilitating job training and job development
• Identifying organizational conflict, if any
• Adapting to change
• Taking an evidence-based approach through research partnerships

Source: Mary Whiteside, Komla Tsey and Yvonne Cadet-James, “A Theoretical Empowerment Framework for Transdisciplinary
Team Building,” Australian Social Work, vol. 64, no. 2 (June 2011), p. 230. <Table 1> A Framework for Transdisciplinary
Teamwork.

The process of the convergence of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ie, the model of the process of
empowerment of the macro-micro linkage that schematizes the process of enhancing the competence of
the actor is shown in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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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cro-Micro Linked Empowerment Process Model

Source: Lauren Bennett Cattaneo and Aliya R. Champman, “The Process of Empowerment: A Model for Use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 65, no. 7 (October 2010), p. 654. <Figure 1> The Empowerment Process Model.

<Figure 2> shows the empowerment process unfold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context
on the macro level, individual subject's self-efficacy, competence, knowledge, and mobility on the
micro level, and goals, impact, and actions on the middle range level.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strengthe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omen's economic capacity.
First, defining or redefining meaningful, power-oriented goals and objective.
Second, carrying out actions toward goal achievement.
Third, observing and reflecting on impact of actions in relation to goal achievement.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at the micro level, the
structural empowerment at the macro level, and the relational empowerment level at the middle level
are interconnected and thus leads to empowerment of the actor.
Based on this model, an important point in designing the process of empowerment is the approach at
the personal level and the evaluation at the program level. In each of the constituent factors presented in
the empowerment process model, the individual helper is what the activist should pay attention to
(approach) and how the program should be evaluated (evaluation method). The model of this application
method is shown in <Table 6>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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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onents of the Empowerment Process Model and Questions for Application at the
Person and Program Levels
Components

Persononal level:
Focus and assess method of individual helpers

Personally
• What kind of power is this person seeking?
meaningful, • What makes this goal personally meaningful?
power-oriented • How are more short-term goals related to
goals
overarching goals?

Self-efficacy

Knowledge

Program level:
Focus and method of evaluation
• To what extent do clients tend to have a clear idea
of their goals when they request services?
• What mechanisms do we have to assess how our
services might relate to client goals?
• What is the range of typical client goals?
• goals is our program designed to assist with?

• Does this person believe she or he can reach her or
his goal?
• What mechanisms do we have in place to learn
•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is person’s sense of about clients’ beliefs and the context of those
self-efficacy, including the history of his or her attempts beliefs?
to reach this go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 What do clients need to know, and how can the
• What does this person know about what is required
clients we tend to see best learn?
to reach his or her goal?
• What resources do clients need, and what is their
• What can I teach the client about what is needed to
access to those resources? How can we enhance
reach his or her goals?
their access to these resources?
• What can I learn about the client’s environment and
• What mechanisms do we have in place to ensure
history that will increase my knowledge about what
that we learn about obstacles and opportunities in
is needed to reach his or her goals?
each client’s environment?
• How do the power dynamics relevant to this goal
• What mechanisms do we have in place to consider
operate in this person’s life?
power dynamics related to clients’ goals?

Competence

• What do clients need to be able to do, and how can
• Does this person have the skills to do what is the clients we see best build these skills?
• What resources are needed to support their skill
required?
• Do I understand the history of this person’s building?
attempts to gain such skills?
• How can we increase access to these resources?
• Are there obstacles to gaining skills that I can help • What mechanisms do we have in place to learn
to address?
about obstacles to and opportunities for skill
building in each client’s environment?

Action

• Is this person taking action to pursue his or her
•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taking action?
goal?
• Are there ways we could shift the balance?
•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taking action?
• What mechanisms do we have in place to assess
• Are there ways we could shift the balance?
how pros and cons vary depending on clients’
• What is the context of any choices this person has
context?
made in the actions she or he is taking?

Impact

• What happened as a result of this person’s action? • What is the impact of actions we encourage, or that
clients tend to take? What is the impact on our
• What factors influenced the impact?
client, on our program, and on others?
• How will these events influence this person’s
continuing iterations through the other components • What in the environment affects that impact?
• Are there ways we could influence the response to
of the process?
clients’ actions?

Source: Lauren Bennett Cattaneo and Aliya R. Champman, “The Process of Empowerment: A Model for Use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 65, no. 7 (October 2010), p.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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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following applications to North Korea can be deduced.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that directly influences collective civic action that enables social
change and innovation is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North Korean women. Since the 1970s,
despit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mpowerment and the expansion of coverage, both
macroscopic and middle-level empowerment schemes are basically based on individual self-efficacy,
competence, and knowledge. Second, the empowerment policy is a process that supports North Korean
women, who are actors, to have self-esteem, confidence in solving problems, and willingness to
overcome suffering. It is also a support to the process of changing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s in
relation to society while developing self-imposed capacities. Ultimately, this means a process in which
individuals who have been empower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 social environment contribute
to changing the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their groups and organizations.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it is a process of changing the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interests and needs of
North Korean women.
Third, when designing measures to strengthe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omen 's
economic capacity, it is necessary to arrange action plans in terms of relations while combining the
structural dimension with the psychological dimension as the core. This logic was also verified during
the empowerment evolution process.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factors, integrated by structural
empowerment advocates who prioritize the political-social environment, have developed into relational
empathies that emphasize the organization and the leader. At the heart of this development process is a
cognitive innovation task that leads to individual behavior change.
Fourth, in order to implement the policy fit for the Korean Peninsula or North Korean women in
specific,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pecific elements that cross regional, hierarchical,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from a gender perspective. Our integration policies are not starting from zero.
It starts from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change of North Korea including the historic culture,
marketization and the information-oriented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historical influence, tradition, and culture of North Korean society and actors from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On this basis, when designing the details of the empowerment for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women's economic capacity, the regional
factors should be assumed as a prerequisit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hierarchical factors
structurally based on the region, and the generational factors.
Fifth, setting empowerment as the core concept of North Korean policy can be an effective plan; for
example, the mainstreaming of the concept of empowerment into Nor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Within the context,
mainstreaming refers to the process of mainstreaming the nonmanstream groups of people,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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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cepts .
The mainstreaming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in the unification policy for North Korea is to
set building North Korean women’s self-esteem, confidence and will of action as core criteria when
designing,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all unific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
This is also a currently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If empowerment is mainstreamed in for-North Korea policies, unnecessary
stimulation or rejec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r residents, agains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r anti-corruption propaganda can be minimized, accelerating the empowerment of North
Korean women.
In connection with this experience, the 'Gender mainstreaming' cases, now internationally common,
can be benchmarked. Gender mainstreaming is an integration of gender perspective into all areas of
public policy.7) It is the norm and guideline for the policy execution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and all other actors should fully commit, by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 policies and
policy implementations for both women and men. The ultimat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is to
build a gender equal society.

7) The first bringing up of the gender mainstreaming concept was the Third World Women's Conference in Nairobi, Kenya,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community then accepted the concept. After international discussion it was formally
handled as the core agenda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Beijing Platform or Action. Therefore, the gender perspective empower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mprovement of women’s economic capacity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mid-to long-term
perspectives to prepare ac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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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를 때,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배치 구조는 1순위 농림어업 36.0%
(439만명), 2순위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4.4%, 3순위 광공업 29.6% 순으로 집계되었다. 1993
년 조사결과는 공업 37.5%, 농림어업 30.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2.4%, 기타 9.4%였다.
즉,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및 2000년대 시장화가 진행되며,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북한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들이 1차 및 3차 산업인 농림어
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에 남성들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다.
<표 1> 북한의 성별 산업분포(2008)
광공업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계

농림어업

12,184,720
(100)
6,359,93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사업․개인 공공서
비스업

4,386,895

718,195

2,882,982

367,650

698,560

657,955

2,472,483

(36.0)

(5.89)

(23.7)

(3.0)

(5.7)

(5.4)

(20.3)

2,082,297

458,484

1,507,014

285,941

200,553

467,762

1,357,887

(100)

(32.7)

(7.21)

(23.7)

(4.5)

(3.2)

(7.4)

(21.4)

5,824,782

2,304,598

259,711

1,375,968

81,709

498,007

190,193

1,114,596

(100)

(39.6)

(4.46)

(23.6)

(1.4)

(8.6)

(3.3)

(19.1)

109

90

177

110

350

40

246

122

주: 계에는 산업미상 포함 (단위 : 명, %)
출처: 통계청(2011)1)

직업별 취업자 분포는, 여성들이 더 많은 농림어업 숙련직의 비중(34.8%)이 가장 높으며, 취업자 성비
가 가장 높은 분야는 대부분 남성들인 간부급 관리직(509)이다. 반면, 서비스․판매직(7)과 사무원(22)은
성비가 크게 낮아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

1) 통계청,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2011.3월 보도자료. 지역별로 보면, 평양시는 사업ㆍ개인 공공서비스업(33.8%),
자강도는 제조업(32.2%), 평안남도는 광업(12.0%), 황해남도는 농림어업(58.1%)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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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 직업분포
계
남녀합
남자

전문직

기술직

사무원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원

기계조작․조
립원

단순
노무직

12,184,720 189,554 1,011,034 442,042 102,146 816,899 4,244,642 2,124,061 1,743,180 1,503,526
(100.0)

(1.6)

(8.3)

(3.6)

(0.8)

6,359,938 158,408 667,710 154,856 18,565
(10.5)

(2.4)

(0.3)

(6.7)

(34.8)

(17.4)

(14.3)

(12.3)

54,197 1,920,030 1,398,470 1,114,793 868,797

(100.0)

(2.5)

5,824,782

31,146

(100)

(0.5)

(5.9)

(4.9)

(1.4)

(13.1)

(39.9)

북한
(2008)

109

509

194

54

22

7

남한
(2005)

161

837

103

217

134

80

여자

성비

관리직

(0.9)

(30.2)

(22.0)

(17.5)

(13.7)

725,591

628,387

634,729

(12.5)

(10.8)

(10.9)

83

193

177

137

110

510

396

190

343,324 287,186 83,581 762,702 2,324,612

주: 북한의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6차)를 따랐으며, 계에는 직업미상 포함(통계청, 2011), (단위 : 명, %)

한편,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주도한 비공식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구 내
경제활동을 보자. 16세 이상 인구 중 텃밭 가꾸기, 가축사육 등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구 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10명 중 3명 꼴이며 여성 참여율이 더 높다(여자가 32.8%, 남자 27.9%). 가구 내 경제활
동의 유형은 텃밭 가꾸기가 31.5%, 가축사육은 26.0%, 땔감구하기 21.1% 순으로, 주당 평균 종사시간은
전체 1.97시간이며 이 역시 여성참여율이 더 높다(여성 2.19시간, 남성 1.68시간).
2008년 기준 이러한 양상은 지난 10년 간 굴곡이 있었으나,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여성주도 시장경제
가 일상생활에 제도화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생계해결에 급급했던 북한여성들의 의식과 행위에 변
화가 생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장경제를 발전키시고 사적 재산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통제와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흐름이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에는 특히 시장의 확산과 정보 유통,
이동의 확대 및 국경 왕래 증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었다.2)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대북
개발협력과 여성 임파워먼트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적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
저발전 국가의 사경제(私經濟) 개발 지원 기구인 ‘기업개발 위한 공여자 위원회’(DCED)에서 발표한,
주요 성공사례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2) 주목할 점은 2018년 6월 현재, 20~30대 탈북여성이 탈북민 전체의 43.01%를 차지하고, 여성 탈북민 중에는 60.22%를 차
지하는 등 젊은 세대 여성 탈북민들의 비중이 급증대하였다는 점이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통일부, 2018), 2018
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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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사회의 사경제 개발지원 주요 성공사례
지원 분야

지원 대상국

지원 기관

지원사업 내용

나이지리아 DFID(영국 국제개발부)
비즈니스 환경 개혁

베트남

비즈니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자문

UNDP(유엔개발계획)

신(新) 기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 자문

페루

ILD(자유민주연구소) CIPE(국제기업센터)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 자문

케냐

USAID(미국국제개발처)

옥수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농민협동조합 생산 다변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에티오피아 USAID(미국국제개발처)
가치사슬 개발3)

가나

USAID(미국국제개발처)

원예농산물(과일/채소) 생산성 증대 및 수출 마케팅 지원

우간다/
탄자니아

Sida(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

유기농법 교육, 품질관리 및 인증 시스템 개발, 마케팅 지원

짐바브웨

Practical Action(영국 NGO)

소 사료 및 동물용 약품 공급 네트워크 구축

DFID(영국 국제개발부)

우유생산 농가 지원, 우유생산 관련 정부 면허 절차 개선

케냐

방글라데시 BRAC(방글라데시 NGO)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민관협력

녹색성장

르완다

USAID(미국국제개발처)

고급커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소액금융 지원

케냐

USAID(미국국제개발처)

아보카도 생산자와 수출업자 간 시장 연계 개선 및 관련 농자재
공급 산업을 위한 기술 지원

케냐

DFID(영국 국제개발부),
Vodafone(영국 이동통신회사)

케냐 최초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회사 M-Pesa 공동 창설, 운영

말라위

DFID(영국 국제개발부)

면화 종자 개량 및 저가 판매, 생산된 면화의 계약 구매를 담당
하는 사기업 네트워크 운영

르완다

세계은행, 르완다 정부

농촌 상수도 공급을 위한 민관협력(상수도 공급 사기업들에게
기술지원)
각종 에너지 생산기업(연탄, 스토브, 태양광, 전지, 바이오가스
등)을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 및 자금 지원

동아프리카 유럽연합, 네덜란드 외교부
아프리카

기술

극빈층 여성에게 축산용 가축 공급 및 축산기술 교육

네팔

KickStart

아프리카 각국 소농에게 농지 관개를 위한 인력 펌프 저가 공급

USAID(미국국제개발처)

분쟁 피해 지역 소농에게 저비용 마이크로 관개 시스템 보급 및
고가 작물 재배 장려

자료: DCED(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웹사이트의 “sucess stories" 페이지 내용<http://www.enterprisedevelopment.org/page/stories>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3.30.), 김석진․홍제환(2016)4)에서 재인용.

저발전국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직업적으론 농어민들이며 이 업종에서는 여성들이 다수 포진해 있
다. 북한 역시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적 성공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주민의 삶
의 지속 및 개선과 연계된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이들도 여성들이다.
이미 다양한 국제 개발협력 과정에서 검증되었듯이, 개발협력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혜국 행위
자들의 의지와 역량, 그에 기반한 주도성이다. 공여국이나 공여자들은 발전을 조력(助力)할 수 있으나 주
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 개발협력과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파워먼트 전
략이다.

3) 기업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의 전체 과정을 지칭하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 효율성을 향상하며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임.
4) 김석진․홍제환,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통일연구원, 2016),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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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여성 경제역량 강화 위한 임파워먼트 전략
북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임파워먼트이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북한여성들이 주요 대북 개발협력 사업 현장의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경제 개발지원의 국제
적 성공 사례 대부분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성친화적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여성들이
시장화를 주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 북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소규모 사업(상업, 서비
스업, 유통업, 운송업 등) 운영자들이기 때문이다.
흔히 역량강화 또는 강점강화로 해석되는 임파워먼트는 그 속성과 목표 중심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 자신감, 행동의 의지 배양이라 정의할 수 있다. 북한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북한의 행위주체들이
자신의 삶에 이롭도록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배양하고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따라
서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책 측면에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현 단계 북한여성 임파워먼트의 정책 목표는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주체 형성, 북한여성의 생활개선 및 인권증진, 민주적 시장제도, 빈곤감소형 성장모델에 맞
추어져야 한다. 이 목표가 국제적 규범 및 한국의 발전 방향과 조응하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한반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미시-거시-중범위 방법을 연결한 총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다.
미시적 행위자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적 구조와 중범위 수준을 연결한다. 세부적으로 첫째, 기간 거
시 정책의 한계와 추상성을 극복하되 거시차원에서 다루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환경 및 정책 경험에
기반한다. 둘째, 행위자의 인지(cognition)를 중심에 놓고 미시차원에서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주체 형
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의지의 배양을 중시한다. 이는 북한여
성의 인권 증진 및 남북주민의 친화성 증대 등 통합 정책과 연결된다. 그리고 셋째, 중범위 수준의 자유민
주적 제도 촉진 방안을 연결시킨다.
이는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반발전,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통일과 사회통합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
함이다. 따라서 통일과 통합을 하나의 연계된 과정(process), 즉 ‘남북통합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북한지역의 자유민주적 변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위자
집단을 주목한다. 주요 행위 집단은 사회 갈등 및 통합 이론에서 주목하는 3대 행위자 집단인 계층, 세대,
지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대 집단을 가르는 성인지적 시각이 결합되어야 한다.
임파워먼트 전략의 북한 사회 및 여성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과정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에 기반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행동의 의지를 배양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존감과 자신감
에 기반한 자기 효능감, 역량, 그리고 지식이 핵심 요인이다. 이는 특히 북한 중하층 여성과 시장 세대 중
심의 의식화 방안, 그리고 인권 향상 방안 등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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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개념 모델

출처: Brian D. Christens, “Toward Relation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50 (2012), p. 121.
<Figure 1>. Conceptual Model for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Latent Construct with Emotional, Cognitive, Relational
and Behavioral Components, and Hypothesized Elements of Each Component.

<그림 1>에서 제시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모델은 감정, 인지, 관계, 행동이라는 다음 4가지 차
원 구성요소들의 융합이다.
① 감정적 구성요소는 특정영역에 대해 인지된 통제, 특정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 동기 통제, 인지된
역량이다.
② 인지적 구성요소는 비판적 인식, 인과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 기술 발전, 생활 영역 간의 기술이전,
자원 동원이다.
③ 관계적 구성요소는 협력적 역량, 사회적 영역의 연결, 타인의 임파워먼트 촉진, 연결망 동원, 유산의 전
수이다.
④ 행동적 구성요소는 공동체 참여, 조직적 참여, 대처 행위들이다.

둘째, 구조적 임파워먼트이다.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면서, 개별 주체가
임파워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경험․기회․자원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 구성요소는 기회,
정보, 자원, 지원, 공식 권력, 비공식 권력에의 접근이다. 이는 대북 정책 및 지원 방안 등과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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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다. 특히 북한 중상층 및 청장년층 여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엘리트 형성 방안, 정보화 방안, 비판적
지식인과 시민사회 형성 방안 등에 시사점을 준다.
셋째, 관계적 임파워먼트이다. 이는 미시와 거시가 만나는 지점인 중범위 수준의 공식-비공식 제도(문
화 포함)가 한 사회 내 인간 관계로부터 수립되거나 변화되는 것에 착목한다. 그 주요 구성요소를 정리하
면, 의미있는 힘을 추구하는 목표, 목표 달성을 향한 행동,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에서 행동의 영향력 등이
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관계가 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력 행사를 주목하는 리
더십이나 조직이론 등과 상관성이 높다. 이는 특히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 엘리트 계층이나 중상층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 여성에 초점을 맞춘 주체 형성 및 조직화 방안에 함의가 높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 ‘진성(眞誠) 리더십’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성 리더십은 임파워먼트 주체
와의 관계 및 행태에서 진정성이 있는 리더들의 의식과 행동을 모델화한 것이다. 구성원이 믿을 수 있는
진성(眞誠) 리더들은 자신의 경험 및 역량으로, 구성원들의 더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self-awareness)과
자기 조절된 긍정적 행위를 산출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요인은 희망(hope), 낙관주의
(optimism),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건강한 도덕의식, 우호적 조직풍토
(supporting organizational climate)이다.5)

진성 리더들은 스스로와 조력자, 그리고 구성원들의 진정성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진실되고 행복감이 있는 “지속가능한 수행(sustained performance)”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의미가 있으
나 그 핵심을 정리할 때,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촉진의 매개인 진성 리더십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공
유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장려하는 투명하고 도덕적인 리더의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다양한 경험연구를 종합할 때, 사람들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 및 진정한 리
더의 행동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7)

5) Carol A. Wong and Heather K.S. Laschinger, “Authentic Leadership,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p. 948.
6) Carol A. Wong and Heather K.S. Laschinger, “Authentic Leadership,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p. 949.
7) 이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경험연구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된 진정한 리더의 행동 예들을 정리
한 것이다. William L. Gardner, Bruce J. Avolio, Fred Luthans, Douglas R. May, and Fred Walumbwa, "Can You See the
Real Me? A Self-Based Model of Authentic Leaders and Follower Development," Leadership Quarterly, vol. 19 (2005),
pp. 343~372; Fred Walumbwa, Bruce Avolio, William Gardner, Tara Wernsing, and Suzanne Peterson,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eory-Based Measure," Journal of Management, vol. 34, no. 1 (2008), pp.
8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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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성 리더십의 구성요소 및 행동
구성요소

진정한 리더의 행동(Authentic leader behaviours)
• 그녀/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기
•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기
• 타인이 자기 관심이나 염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격려하기
• 힘든 진실을 기꺼이 공유하기
• 그녀/그의 실제 느낌에 적절히 맞는 감정을 보여주기

관계적 투명성

• 그녀/그의 믿음에 조응하여 행동하기
• 결정을 내릴 때 핵심가치에 기초하기
도덕․윤리적 품행
• 타인이 스스로의 핵심가치에 기반해 행동함을 이해하고 예상하기
• 의사결정에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기

균형 잡힌 처리

자기 인식

• 개인적 관점에 도전하는 의견을 구하기
•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고려하기
• 특정 이슈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선입견을 피하기
• 여러 관점을 고려하기
•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피드백 요청하기
• 타인이 이해하는 그녀/그의 개인적 강점과 약점을 반영하기
• 그녀/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 중요 이슈에서 그녀/그의 포지션을 재평가하기

출처: Heather K. Spence Laschinger, Carol A. Wong, and Ashley L. Grau, “Authentic Leadership, Empowerment and Burnout: a
Comparison in New Graduate and Experienced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21, no. 3 (April 2012), p. 6.

넷째, 앞서 다룬 진성리더십은 우리가 북한 여성 및 당국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매뉴얼 작성에 임파
워먼트 시각의 견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경험 과정에서 그 유의미성이 입증된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요소 및 행동’은 남북한 교류협력이나 성문제․인권문제 논의, 그리고 다양한 대북 개발협
력 시 북한과 관계를 맺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신뢰구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자세 및
대북․통일 정책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다차원적 임파워먼트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많
은 임파워먼트 경험 및 이론 발전 과정을 종합할 때, 임파워먼트는 개인이나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서 다
차원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개인, 팀, 조직 차원에서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한 다차원 접근의 임파워먼트 프레임워크 모델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다차원 접근의 임파워먼트 프레임워크
차원

임파워먼트 특성

사회

• 역사와 사회적 환경의 도전들을 인정하기
• 사회적 지원과 같은 공동체의 힘과 함께 하기
• 현장 제어/통제와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 공동체의 발전 또는 변화를 촉진하기

개인

• 자발성과 개인 책임성을 제고하기
• 주민들의 기존 강점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 개인의 기술발전을 장려하기
• 강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종교적, 영적 믿음을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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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팀

조직

임파워먼트 특성
• 팀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 명확한 역할 분담을 보장하기
•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 ‘성찰적 실천’을 위한 장(場)을 마련하기
• 직원들 간의 권력 격차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 토착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성찰적 공간 또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기
• 현지인을 채용하고 역량을 계발하기
• 직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기
• 수요자(client)의 필요(needs)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 직무교육과 직무계발을 촉진하기
• 조직적 마찰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기
• 변화에 적응하기
• 조사 파트너십을 통한 증거기반 접근(evidence-based approach)을 취하기

출처: Mary Whiteside, Komla Tsey and Yvonne Cadet-James, “A Theoretical Empowerment Framework for Transdisciplinary
Team Building,” Australian Social Work, vol. 64, no. 2 (June 2011), p. 230. <Table 1> A Framework for Transdisciplinary
Teamwork.

이 같은 다차원 접근이 수렴되는 과정 즉, 행위주체의 역량 증진 과정을 도식화한 거시-미시 연계의 ‘임
파워먼트 과정 모델’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거시-미시 연계 임파워먼트 과정 모델

출처: Lauren Bennett Cattaneo and Aliya R. Champman, “The Process of Empowerment: A Model for Use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 65, no. 7 (October 2010), p. 654. <Figure 1> The Empowerment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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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거시수준의 사회적 환경(social context)과 미시수준에서 개별 주체의 자기효능감․역량
(competence)․지식(knowledge), 그리고 중범위 수준에서 현상 변화를 꾀하는 목표(Goals)․영향(Impact)․
행동(Actions)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임파워먼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북한 개발협력과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고려할 점은 거시 환경과 개인 특성을 연결하는 다음
과 같은 과정이다.
첫째, 의미있는 힘을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의 정의 또는 재정의이다(Define or redefine meaningful,
power-oriented Goals and objective).
둘째, 목표 달성을 향한 행동 실행이다(Carry out Actions toward goal achievement).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에서 행동의 영향에 대한 관찰과 반영이다(Observe and reflect on Impact
of actions in relation to goal achievement).
이로부터 앞서 살펴본 미시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거시수준의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범위 수준의
관계적 임파워먼트 요인이, 상호 연결되고 작용하여 행위주체의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목표 대상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설계할 때 중요한 지점이 사람차원에서의 접근 방
법과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평가 방법이다. <그림 2> 임파워먼트 과정 모델에서 제시한 각 구성요인에서,
개별 조력자(helper)는 행위주체의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접근 방법) 및 프로그램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평가 방법)이다. 이 적용 방법을 모델화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임파워먼트 방법: 사람과 프로그램 차원에 적용
구성 요소

의미있는
힘(power)을
추구하는 목표

사람 차원: 조력자의 초점 및 접근 방법

•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힘을 추구하는가?
• 무엇이 이 목표를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드는가?
• 최우선 목표와 관련된 단기 목표들은 무엇인가?

프로그램 차원: 초점 및 평가 방법
• 수요자(clients)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목표에 대해 어느 정
도까지의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의 서비스가 수요자의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전형적인 수요자 목표의 범위는 무엇인가?
•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는가?

자기 효능감

•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 수요자의 믿음과 그 믿음의 맥락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어
• 목표에 달성하고자 시도했던 역사들과 실제 고려했던 것들을
떤 메커니즘을 지녀야 하는가?
포함할 때, 어떤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기여했는가?

지식

• 수요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 사람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나는 무엇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을 알고 있는가?
•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무엇이며, 그 자원에 어떻게
•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내가 무
접근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
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을 높일 수 있는가?
•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 지식을 늘리기 위해
• 각 수요자의 환경에서, 장애 및 기회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서, 나는 그들의 환경과 역사에 대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는가?
• 목표와 관련된 힘의 역학이 개인의 인생에 어떻게 작동하는
• 수요자의 목표와 관련된 힘의 역학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는
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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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사람 차원: 조력자의 초점 및 접근 방법

프로그램 차원: 초점 및 평가 방법

역량

• 우리가 볼 때 수요자들이 기술을 배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이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무엇인가?
• 이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을 이해 • 기술 구축을 지원할 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기술 획득 과정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내가 무엇을 도울 해야 하나?
수 있는가?
• 각 수요자의 환경 하에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장애/기회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는가?

행동

•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수요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이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우리에게 기존 균형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을 볼 때, 선택이나 결정의 내용은 무엇
•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장점/단점이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
인가?
지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영향

• 우리가 권장하거나, 수요자가 취하려는, 행동의 결과는 무엇
• 이 사람의 행동 결과로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인가? 목표대상인 수요자,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요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 환경에 효과를 발휘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 우리에게 수요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

출처: Lauren Bennett Cattaneo and Aliya R. Champman, “The Process of Empowerment: A Model for Use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 65, no. 7 (October 2010), p. 657.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북한 적용에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변화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시민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차
원이 북한여성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이다. 1970년대 이래 임파워먼트의 이론적․실천적 의미 및 적용영역
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거시 및 중범위 수준의 임파워먼트 방안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기효능감, 역
량,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임파워먼트 정책은 행위주체인 북한여성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 문제해결의 자신감, 고난 극
복의 의지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이다. 또한 자기 스스로 내재된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치관,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조력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임파워된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조직 등 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따라서 북한여성의 이해와 필요에 기반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볼 때 북한 개발협력과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방안 설계 시, 심리 차원을 중심에 놓고 구조
차원을 결합하면서 관계 차원의 액션플랜을 배열해야 한다. 이 논리는 임파워먼트 진화 과정에서도 검증
되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요인들을, 정치사회적 환경을 중시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 주창자들이 통합
하면서, 조직과 리더 등을 중시하는 관계적 임파워먼트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의 핵심에는 개인
의 행동 변화를 초래하는 인지적 혁신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한반도 적합형 또는 북한여성 맞춤형 임파워먼트 정책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시각에서
지역․계층․세대 간 차이를 구획짓거나 상호 갈등이 교차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
어야 한다. 우리의 통합 정책들은 아무것도 없는 영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역사 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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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정보화 현실 등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전통과 변화 역사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시각
에서 북한사회와 행위주체의 역사적 영향과 전통, 그리고 문화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북한
개발협력과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의 세부 방안을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요인을 전
제로 하여야 한다. 지역에 기반하여 구조적으로 계층요인을, 현상적으로는 세대요인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임파워먼트를 대북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파워먼트 개념을 북한 개발협력 및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것이
다. 주류화란 주류가 아니던 사람, 사상, 개념 등을 주류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북 통일 정책에 성인지적 임파워먼트 개념을 주류화한다는 것은, 정치․경제․사회 영역을 포함한 모든
대북 통일 정책과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때, 북한여성의 자존감․자신
감․의지 배양을 반드시 들어 가야하는 핵심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저발전국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에서 임파워먼
트를 주류화한다면, 북한 인권법이나 반부패 선전 등에서 북한 당국 및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이나 거
부감을 줄어들게 하면서, 북한여성의 임파워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경험으론 현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사례를 벤치마
킹할 수 있다.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성의 반영을 의미한다.8) 모든 정책과 정책 실
행에 있어 양성(兩性)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와 모든 주체가 활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책 수
행의 규범이자 지침이다. 최종 목적은 양성평등 사회 구축이다.

8) 성 주류화 개념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회의 때이다. 이후 국제연합 개
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community)이 그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제적 담론화를 거치며 공식적으로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4차 세계여성회의 시 핵심의제로 다뤄져, 행동 플랫폼(Beijing Platform for Action)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 개발협력 및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임파워먼트 전략 역시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
여 행동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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