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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to analyze the macrotrend of North Korea’s food supply
and demand; to confirm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North Korea in various respects; and to seek the
sustainable way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s a prerequisite for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analyzing North Korea’s weather observation data, which has hardly been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we
investigated how North Korea’s agriculture had been affected by various natural disasters (flood, drought,
soil loss etc.) caused by unusual weather. The results show the fact that the agricultural security systems of
North Korea is vulnerable to both drought and flood due to extreme precipitation chang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negative impacts on North Korea’s agricultural activ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s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dissolution of collectivization), increase
the amount of agricultural materials, enhance soil fertility and develop agricultural machines. Most of all,
this research reveals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points for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it needs the systematic strate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Key Words : climate change, North Korea’s Agriculture, food shortage, food security
주요어 : 기후변화, 북한 농업, 식량문제, 먹거리보장

1. 머리말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식량사정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정

어느 정도 호전된 2000년대 이후에도 전체 인구의

보와 논의는 부정적인 것들이 지배적이다. 혹자는

30% 이상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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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체도 있다. 반면에 2010년 이후 남한에 온 탈북

활에서 섭취하는 먹거리와 거시적 통계 사이에는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관심

큰 격차가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 식(食)문제보다 주(住)문제로 바뀌었고, 비공식

둘째, 당장의 식량수급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이지만 시장에서 대다수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

북한농업의 지속가능성,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있다고 한다. 식량사정이 풍족하여 잘살지도 못하

영양, 보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기존 연구

지만, 그렇다고 당장 굶주리거나 체제 붕괴의 기미

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식량통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 측면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하고 있다(Lim, 2013;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받은 북한사회의

Kim, 2016). 이를 통해서는 식량 문제의 양적 측

실체는 무엇일까? 북한의 식량사정은 양적으로나

면이나 농업의 생산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나 농업

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어

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나 실질적으로 먹거리보장

찌 보면 상반된 두 모습은 모두 다 북한사회의 실체

(food security)2)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일 수 있다. 복잡계 이론(complex theory)에 의하

수는 없다.

면, 언뜻 보기에 무질서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무질

이 연구는 북한의 거시적인 식량수급 추이를 분

서 현상 중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가진 법칙이 존재

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의 먹거리보장 실태를

하고 그 속에서 질서가 생성된다. 이에 따르면 급변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진정한 먹거리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그럭저럭 생존하고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업생산의 지속가능한

적응해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

조건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농업 연

할 수 있다.

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기후변화 실태를 북

북한의 농업생산과 식량문제에 대한 남한과 국

한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알아보고, 이상기상으

제사회의 인식도 ‘상반되는’ 북한 이미지와 크게 다

로 인한 각종 재난(홍수, 가뭄, 토양유실 등)이 북한

르지 않다. 식량사정이 호전되어 이제는 먹고 사는

농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

문제는 걱정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식

농업의 일시적인 식량증산을 대체할 대안농업의 가

량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무엇이 사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일지 여기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의
식량문제를 인식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2. 이론적 논의

있다.
첫째, 북한의 식량통계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먼저 쌀과 보리, 옥수수 등 주곡작물을 중심으로 국

1) 기후변화와 농업

내 농업생산 공급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콩,

1 9 9 6 년 세 계 식 량 정 상 회 의 ( Wor l d Fo o d

밀, 감자 등의 대체 식량의 공급 규모가 빠져있다.

Summit)3)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더구나 공식 통계에는 집단농장과 당국이 승인한

기후변화, 바이오연료의 생산 증가, 투기자금 유

개인 텃밭 중심으로 경작규모를 파악하기 때문에

입, 수출국의 식량금수 조치 등이 있지만 이 가운

북한 총인구의 50~60%가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데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

1)

자경지(自耕地)는 빠져 있다(Joung, 2014). 이 때

론지었다. 실제로 2008년의 세계적인 애그플레이

문에 북한의 식량사정을 분석할 때에는 일상의 생

션(agflation)4)과 2010년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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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동의 민중봉기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요

하지만 향후 북한 농업의 변화에 지속적이고 근

인이 가뭄, 홍수,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식

본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은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

량생산의 급감 때문이었다.

다. Figure 1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기상관측자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료에 의하여 1973년부터 2016년까지 44년간의 북

경로는 다양하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지

한 지역의 기온 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지

가 유실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는 등 농업 기반이 약

점은 농업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7개 지점(신의주,

화될 수 있다. 온난화로 인하여 작물 주산지가 북상

평양, 사리원, 해주, 원산, 김책, 청진)이며, 분석 시

하는 등 재배적지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상기후 때

기는 농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6~9월이다.

문에 새로운 병해충과 잡초가 등장하여 농작물을

분석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7개 지점에서 모두 유의

공격하고,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어

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0.42℃/10년)과

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에 대해

원산(0.34℃/10년)에서 상승폭이 크다. 즉, 100년에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흡수를 위

각각 4.2℃, 3.4℃ 상승으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

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기후변화 속 안정적 농업

인다. 최고기온의 상승이 더욱 뚜렷하여 신의주, 사

생산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하면서 기후변화관리,

리원, 원산, 김책에서 각각 0.40℃/10년, 0.41℃/10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년, 0.45℃/10년, 0.44℃/10년의 비율로 상승하였

Lee(2004)는 1961년부터 2000년 사이 북한의 곡

다. 작물의 생육에는 최고기온의 영향이 크므로 이

물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면서 다

처럼 최고기온의 상승폭이 커진다면, 앞으로 기온

음 세 가지의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

상승이 북한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

(비료) 투입량의 감소였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로 판단된다. 특히 여름철의 최고기온 상승은 새로

경제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산업의 황폐화로
농자재 투입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곡물생산이
급감했다. 둘째, 북한의 집단농장 위주 ‘주체농법’
때문에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생산성이 점점 더 떨
어지니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농법은 일시적인 증산 효과는 있지만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역
효과가 났다. 셋째, 과도한 농지확장 정책으로 환경
파괴가 심해졌다. 비료 등 과잉투입 농사는 결국 토
양 내 여러 양분을 수탈하고, 무리하게 경작지를 확
장하다 보니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뭄, 홍수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다른 연구들 또한 이와 비슷하
게 북한의 농업생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농자재 투입량의 감소, 낡은 사회주의적 생산방식,
무리한 증산정책을 꼽으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
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도외시하고 있다.

Figure 1. Trend of mean temperature from June to
September (197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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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병충해의 발생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잡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겪을 수 있는 상황

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장기적으

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농업활동에 부정적

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ure 3은 강수량 변동 폭

Figure 2는 분석지점 중 평균기온 상승 폭이 비교

이 비교적 큰 사리원의 6~9월 총 강수량의 편차를

적 크고, 최고기온의 상승 폭이 가장 큰 원산의 기온

나타낸 것이다. 사리원의 6~9월 총강수량의 평균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은 602.9mm이며, 표준편차는 280.4mm로 변동계

최고기온은 매년 0.045℃의 비율로 상승하였고, 최

수가 0.47이다. 즉, 강수량 변동 폭이 평균 강수량

저기온은 0.035℃의 비율로 상승하여 최고기온의

의 47%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지점

상승추세가 명확하다. 분석기간 중 지속적으로 기

의 변동계수는 0.26~0.43이다. 강수량 변동의 일관

온이 상승하였으며 1990년대 말 이전까지는 완만

된 경향은 보이지 않으며, 해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

한 상승 추세이거나 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1990

다. 사리원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1990년의 편

년대 말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상승경향

차는 909.9mm에 이르며, 가장 적었던 1982년에는

이 지속될 전망이다.

-393.1mm로 두 해의 차이가 1,300mm를 넘는다.

북한의 강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

그 외에도 1978년과 1979년, 2007년, 2015년에 강

가 없다. 평양의 경우 강수량이 증가한 추세이기는

수량 편차 400mm를 초과하였고, 1977년과 1989

하지만, 변동 폭이 크다. 분석기간 중 강수량이 가장

년, 2014년에는 -300mm 이하를 기록하였다.

많았던 2007년에는 6~9월 강수량이 1,234.0mm

호우(일 강수량 80mm 이상)일수는 0.5~2.2일

를 기록하였지만, 가장 적은 2016년에는 299.5mm

에 불과하지만 강수량 편차와 같이 해에 따른 편차

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강수량 변동에 의한

가 크다. 호우일수가 가장 많은 원산의 경우, 분석

Figure 2. Trend of temperature from June to September in Wonsan (197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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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omaly of rainfall from June to September in Sariwon (1973~2016).

기간 중 6~9월 사이에 1974년과 1975년, 1977년,
1992년, 2006년, 2015년에는 호우가 없었던 반면,
1973년과 1988년, 1999년, 2004년에는 5일 이상을
기록하였다. 해주의 경우도 호우일수가 가장 많은
1978년에는 8일에 달하였지만, 1977년과 1980년,
1986년, 1989년, 1993년, 2000년, 2006년, 2014년,
2016년에는 호우가 없었다. Figure 4는 분석기간
북한지역 6~9월의 호우일수 변동 경향을 나타낸 것
으로, 사리원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
다. 다만, 평양, 김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경향이고, 청진과 신의주, 원산, 해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다.
이와 같이 강수량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호
우일수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가뭄과 홍수가 반복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농업활동에 있어

Figure 4. The trend of heavy rainy day from June to
September in North Korea (1973~2016).

서 물관리 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미 북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

(Germanwatch)의 ‘2013 국제 기후위험지수 보고

수 등의 자연재해로 농업을 비롯해 막대한 경제손

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실을 입고 있다. 독일 비정부 환경단체인 저먼워치

Index)5)는 2012년 기준 세계 7위로 자연재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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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

리를 생산하는가, 어떻게 생산하는가, 어떤 규모로

산 피해를 보며,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은 세계에서

생산하는가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취약하게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

최근 들어 먹거리 대안운동 진영에서는 먹거리 불

면, 북한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먹거리 정의

선(집단화 해체)과 더불어, 투입량 증가, 지력 향상,

(food justice)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먹거

기술개발과 같은 기술적 조건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리 체계가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계층만이 선택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이 더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不)정의’한 상태임을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략적 접근
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2) 먹거리보장

다(Gottlieb and Joshi, 2010). 이러한 정책적 접근

흔히 먹거리보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항

의 필요성은 학계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Hinriches

상 적극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

et al.(2007)은 현재의 불평등한 먹거리 체계를 지속

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자신의 식욕과 취향에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

따라 물리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

서 국가의 먹거리 정책이 수립되고 강력하게 시행

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food security’ 용어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용하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맥

이러한 흐름들을 정리해보면 현재의 먹거리보장

락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1970년대부터 기아퇴

은 식량주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

치운동의 슬로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

입을 통한 먹거리 체계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제회의에서 유독 강조된 것은 1996년 로마에서 열

제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먹거리 문제는 개인

린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였다. 이 정상회의에서 강

의 인간다운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대

조한 식량의 보장 방식은 각 국의 자급생산을 통한

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

먹거리 결정권의 확대이기 보다는 세계화된 식량체

회적 위험이다. 먹거리 보장 욕구는 사회구성원 누

계의 구축과 확산을 통한 것이었다. 비록 국가단위

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social

의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식량을 수입할 수만 있다

needs)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시

면,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달러만 있다면, 자국의

장 메커니즘에 맡기기 보다는 사회연대적인 대처방

자급률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식량안보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영역을

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Lee and Kim, 2012).

먹거리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Lee and Kim, 2012).

이러한 식량안보 개념은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과

북한의 먹거리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북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지렛대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

주민의 식(食)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식량’의 양

해 행동하는 초국적 거대 농기업의 이해를 반영하

(量)적 확보 여부와 이의 수급 전망을 밝히는 데에

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반(反)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

계화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는 식량주

제연구원은 매년 4회에 걸쳐 북한농업의 동향과 분

권(food sovereignty) 개념을 제시한다. 국가적으

석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의

로 충분한 양의 먹거리 생산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식량생산 및 공급 평가,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수급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먹거

전망, 북한의 농업기상, 북한의 곡물작황 전망 등으

북한의 농업생산과 먹거리보장의 가능성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

로 이뤄져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농업모델 실험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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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부문의 침체는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사 결과 에 의거하여 북한 곡물작황을 추정하여 보

의 취약성을 반영하며, 이는 농업부문의 성장을 제

고하고 있다. 학술연구도 대부분 식량조달 메커니

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2015).

즘(Joung, 2014), 식량과 농업정책(Lim, 2013), 식

농가인구는 남한이 1965년 대비 2008년 1/5 아래

량난과 농업개혁(Nam, 2016; Kim, 2015) 등 식량

로 감소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70%

의 양적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많다.

가량이 증가하였다(Table 2). 북한의 경직된 사회

반면에 먹거리 안전(food safety), 공공급식(public

구조 때문에 자연 증가되는 농촌노동력이 다른 경

plate), 건강과 영양, 식단, 식량주권 등 먹거리의 질

제부문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농촌에 잔류함에 따라

적 보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7) 이 연구

농가인구가 인구증가율과 비슷하게 증가하게 된 것

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먹거

이다. 이 때문에 남한의 1농가당 경작면적은 1980

리보장 실태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북한농업의 지

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으나, 북한은 1농가당

속가능성, 장기적인 먹거리정책의 필요성 등을 강

경지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증

조하고자 한다.

가, 1농가당 경지면적의 감소는 기계화, 에너지, 자
본투입 등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노동투입으로 이를
대체하는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을 가져왔다. 남한은

3. 북한의 농업생산 실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고 자본집약적 농업으로 이행
해간 반면에 북한은 자본재 투입의 한계를 노동력

1) 북한경제와 농업

투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남한 경제는 공업화를 통해 고

이처럼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높

도산업사회로 진입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농립어

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

업과 광업 중심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

업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도적 조

다. 2014년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제조업 비중이

건의 핵심이 집단경영의 해체(분권화), 시장을 통한

10%가량, 민간 서비스업 부문은 40%가량 낮은 반

농자재 및 농산물 거래(시장화), 농산물의 자유처분

면에 농림어업은 20%, 광업은 10% 이상 높게 나타

(자유화), 생산수단의 사유화 또는 이에 준하는 이

났다(Table 1). 이러한 북한의 농림어업 비중은 남

용제도의 허용(사유화)라고 한다면, 환경적 조건의

한의 1970년대와 비슷하다. 남한은 1970년대 이후

핵심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농림어업이 2014년 2.3%으로 줄어든 반면에 제조

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업은 30.3%로, 서비스업은 59.4%로 늘어났다. 하
지만 북한은 2014년에도 농림어업 비중이 21.8%에

2) 북한의 농업생산과 식량수급

이르는 반면에 제조업은 21.3%, 서비스업은 31.3%

FAO/WEF의 생산통계8)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

에 그치고 있다. 지난 40년 사이 남북의 경제구조

생산량은 1960년대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

차이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북한은 광물자원을 중

며, 1986년 711만 톤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 이후

국에 수출하여 원자재와 농자재, 식량 등을 수입하

에 점차 감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 완만한 감소세

는 경제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이런 구조는 2005년

에서 이탈하여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에 광업 부문을 제외

1997년의 곡물생산량은 1961년에도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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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1970~2014. 
South Korea

(unit: %)

North Korea

1970

1980

1990

2010

2014

1990

2000

2005

2010

2014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28.9

15.9

8.4

2.5

2.3

27.4

30.4

25.0

20.8

21.8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20.4

25.6

28.4

30.9

30.5

40.8

25.4

28.9

36.3

34.4

(mining industry)

1.6

1.3

0.7

0.2

0.2

9.0

7.7

9.9

14.4

13.1

(manufacturing
industry)

18.8

24.3

27.3

30.7

30.3

31.8

17.7

19.0

21.9

21.3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1.4

2.2

2.2

2.2

2.8

5.1

4.8

4.3

3.9

4.3

Construction

5.0

7.6

9.5

5.1

4.9

8.6

6.9

9.6

8.0

8.2

Service

44.3

48.7

51.9

59.3

59.4

18.0

32.5

32.2

31.0

31.3

(government)

-

-

-

-

10.8

11.0

22.6

22.6

22.4

22.7

(others)

-

-

-

-

48.6

7.0

9.8

9.6

8.6

8.6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quoted in Kim (2015).

Table 2. Comparison of the key indicators of farming family in South and North Korea: 1965~2008.
South Korea
Farm
population
(thousand)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

North Korea
Cultivated area
per farming
family (ha)

1965

15,812

55.1

-

Farm
population
(thousand)
4,999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
40.8

Cultivated area
per farming
family (ha)
-

1980

10,827

28.4

1.02

6,731

38.2

1.31

2000

4,031

8.6

1.37

8,160

36.8

1.03

2008

3,187

6.5

1.45

8,573

36.8

0.96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quoted in Kim (2015).

는 266만 톤 수준에 불과하여 소위 말하는 ‘고난의

최악의 식량위기에서는 점차 벗어날 수 있었다. 국

행군’ 시기로 접어들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우

내 생산량은 1996년 300만 톤가량에서 2014년 503

9)

호무역 이 중단되면서 원유 및 농자재 수입이 감소

만 톤으로 증가하여 극단의 식량위기 상황을 모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업생산에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급감

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곡물지원 중단과 경

했지만 외환 부족으로 식량수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제재 조치로 해외 도입량이 감소하면서 여전히

식량수급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식량수급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농업생산이 회복되면서 1990년대

Table 3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약 9만 톤의

북한의 농업생산과 먹거리보장의 가능성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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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orth Korea’s food supply situation: 1995~2014.
1995

1996

2000

2004

2010

Domestic production supply

408

300

292

424

450

Introduction
amount

133

116

130

57

(Minimum)
Demand quantity

600

536

479

Supply

541

416

Shortage

58

120

2011

2012

2013

2014

469

441

492

503

41

42

33

(30)

(30)

513

531

534

536

539

542

412

481

491

512

473

522

533

56

33

40

22

63

16

9

Note: Introduction amount includes imports and aid. ( ): estimate. unit: 10,000 ton.
Source: 1995-2004 (Kim et al ., 2005), 2010-2014 (Kim, 2015).

식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최소 소요

에는 500만 톤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곡물생산량

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추정기준에 따라 식량 부

을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곡물량은 농업생산의 증

족량은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 가령, 2014년도 남

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의 60%가량에

한의 곡물 총소비량은 2,009만 톤(식용 913만 톤,

불과하다. 곡물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인구가 지속적

사료용 1,038만 톤)이며,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북한

으로 증가하여 식량수급 사정이 호전되지 못한 것

이 현재 남한 수준의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00

이다(Kim, 2015).

10)

2014년 세계 곡

북한의 산업구조와 산업간 인구분포는 오랜 기간

물 소비량은 25억 톤, 세계인구는 73억 명으로 세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고수해온 사

평균수준(1인당 340kg)의 소비를 위해서는 북한은

회주의 경제관리체제는 농업생산 현장에서 요구되

350만 톤가량의 곡물이 더 필요하다.

는 동기유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비료·우량종

만 톤가량의 곡물이 더 필요하다.

자·농기계·농약·비닐·연료 등 농업생산에 필수적
인 각종 농자재도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저수

4. 북한의 먹거리보장 실태

지·양수시설·하천 제방 등 농업기반시설이 낙후되
어 비교적 적은 이상기후에도 농업생산이 큰 영향

1) 양적 측면

을 받고 있다. 산림은 황폐화되어 자연재해를 가중

1961년 이후, 북한은 곡물의 생산이 지체되는 반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곡물생산이 여의

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 말까지 일정한

치 않은데, 외화 부족으로 인해 해외 수입이 원활치

수준을 유지하던 1인당 곡물량이 1990년 중반에

않고 핵 문제 등으로 각종 경제제제 조치로 식량원

는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인구

조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식량부족 현상이

는 1,167만 명에서 1990년 2,019만 명으로 증가하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였다.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2000년대 이후 농업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더욱 나빠지

생산 여건이 좋아지면서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

고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식

2000년대 초반 400만 톤 수준의 곡물생산량이 최근

량안보평가 2016’ 보고서11)에 의하면 북한 주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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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운데 4명꼴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2) 질적 측면

있다. 북한 주민 980만 명이 유엔의 권장량을 섭취

먹거리의 양적 측면이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수급체계가 지속

문제라면, 질적 측면은 먹거리의 절대량의 충족에

된다면 10년 후에도 790만 명이 식량부족 문제로

서 나아가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를 충분하게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에도 전체 인구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먹거리 적절성

의 30% 이상이 식량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

(food adequacy)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

는 국가는 조사 대상 76개국 중에서 북한을 비롯해

단 기준은 크게 양과 영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이티,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리아, 차드, 부룬디

식단이 개인적 기호를 충족하는지, 먹거리가 건강

등 7개국이다(CBS No Cut News, 2016.7.16.).

을 담보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아 문제는 전 세계에서 26

먼저 북한주민의 영양섭취 수준을 살펴보자. 세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계식량

계식량계획(WEF)이 2013년 4월에서 6월 사이 북

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2016 세계기아지수

한 전역의 140개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0

(Global Hunger Index)’12) 보고서에 의하면, 북

가구 중 8가구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었다. 방문 가

한 주민 10명 중 4명꼴로 건강을 유지할 만큼 영양

정들은 모두 하루 세 끼를 섭취하고 있었지만, 이 중

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서 위험한 식량부족 상태였

15%는 조사요원들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고

다. 2016년 북한의 기아지수(GHI)는 28.6점으로 식

기, 생선, 달걀, 콩 등 어떠한 단백질도 섭취하지 못

량 부족 현상이 위험한 상태로 평가됐다. 지난 1990

하고 있었다. 방문 가정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년 30.1점을 기록했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1995년

1.8일간 고기를 먹고 1.3일간 콩을 섭취하고 있어

에 35.9으로 올라간 데 이어 2000년에는 40.4를 기

단백질 섭취 횟수가 매우 적었다. 반면에 식용유, 곡

록했다. 당시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로,

물, 채소는 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었다. 이 결과 조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었다(Yonhap News,

사 가정의 28%는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섭취

2016.10.12.).

가 모두 부족했고, 53%는 일부 영양소 섭취가 미흡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하여 전체의 81%가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식량수급 사정이 90년대에 비해 좋아진 부분이 있

방문가정의 76%가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친

다. 적어도 양적 측면의 먹거리보장이 어느 정도 이

척에게 도움을 받거나 값싼 먹거리로 대체했으며,

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고, 남한

14%는 식사의 양을 줄였다. 하지만 하루 중 한 끼

과의 비교, 국제적 비교 등 상대적 평가에 의하면 양

라도 식사를 거르는 가정은 3%에 불과했다(http://

적 측면의 보장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 때

www.voakorea.com/a/3747082.html).

문에 북한 주민의 굶주림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3년 사

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식량

이 북한 전체 인구의 24.7%가 영양 부족을 겪었으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곡생산에

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37.9%로 증가한 데

집중되면서 나머지 경종 부문과 축산 부문은 한계

이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39.5%, 2014년부터

상황으로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

2016년 사이 41.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에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식단의 불균형이 더욱 심

대 초반 이후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이 계속 증

화되고 있었다.

가한 나라도 북한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농업생산과 먹거리보장의 가능성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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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상태는 개선되고 있

크게 늘었고, 식단 구성에서 곡물의 비중은 82%에

었다. 체력저하 비율은 1998~2002년 12.2%에서

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고기의 비중이

2006~2010년 5.2%로 크게 떨어졌고, 2011~2015

2%에서 12%로 6배나 늘었고, 설탕과 기름 소비는

년 사이에는 4%로 줄었다. 발육부진 어린이 비율도

4%에서 26%로 6.5배 늘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1998~2002년 51%에서 2006~2010년 32.4%로 크

하루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게 떨어졌고, 2011~2015년 사이에는 27.9%로 더

다. 1961년에 이미 하루 2,882 kcal를 섭취해 2011

욱 낮아졌다. 유아사망률도 2000년 6%에서 2008년

년 세계 평균인 2,870kca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

3.2%, 2015년 2.5%로 줄었다(IFPRI, 2017).

난 50년 간 열량 섭취는 26%나 늘어 3,641kcal에

북한주민의 식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봐도 영양

달했다. 전체 열량 중 설탕과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

과 건강의 불균형 현실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미

은 무려 3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식량농업기구(FAO)의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what-

자료를 토대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

the-world-eats).

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식단이 한국

이렇게 영양섭취의 수준이 낮고, 식단 구성이 열

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세

악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수

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도 부족하며, 식단도 불균

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의 1인

발간한 ‘통일 대비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과 과제’ 보

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kcal로, 50

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수명은 69.5세로 한국

년 전인 1961년의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

의 30년 전 수준인 반면에 한국의 평균수명은 81세

았다. FAO의 일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

로 북한보다 10살 이상 높았다. 신체나 활동에 장애

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

없이 사는 건강수명도 북한은 62세, 한국은 73세로

다. 북한은 1961년 전체 열량의 71%를 쌀과 강냉이

10살 이상 차이가 났다. 사망 원인에서도 차이를 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

였다. 한국은 암이 전체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

에도 곡물의존도는 63%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고 심혈관 질환이 29%로 그 뒤를 이었지만, 북한은

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

심혈관 질환이 33%로 가장 많았고 특히 감염성 질

를 거의 먹지 않는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았다.

환이 25%에 달했다. 한국에서 감염성 질환으로 인

북한은 베트남과 함께 세계에서 설탕과 기름을 가

한 사망자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은

장 적게 섭취한 나라로 조사됐는데, 2011년 전체 식

영아 사망이 1천 명 기준 26명, 모성 사망은 10만 명

단에서 설탕과 기름의 비율은 10%였다. 고기 소비

기준 81명으로 한국보다 7~8배가량 높았다. 북한

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기간에 크게 줄었는

아동의 영양 상태도 취약해 5세 미만 아동의 28%

데, 1989년에 일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가 만성 영양결핍을, 24%가 빈혈 증세를 나타냈다.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

결핵 발병률도 인구 10만 명 기준 409명으로 아시

년에도 67g에 그쳤다.

아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Korea

반면 1961년 당시 열량 섭취나 식단 구성이 북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한과 비슷했던 한국은 5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

아주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의 10

다. 하루 영양 섭취량은 2,140kcal에서 3,329kcal로

세 이하 아동, 임산부 및 수유여성, 60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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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감안)과 특정 취약계층인 중증 결핵환자

위험 대비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북한은 조사대상

(52,000명), 고아(12,000명)를 포함하는 최우선 보

191개국 중 52번째로 위험 노출도가 컸다. 반면 한

호 대상 취약계층은 모두 278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은 위험지수가 1.7점으로 191개국 중 169번째로

이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먹거리보장을 받지 못

위험의 노출도가 작았다.

한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남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 중 ‘국제기후위험지수’

먹거리 절대량도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

(Global Climate Risk Index)는 북한을 재해규모

성이나 영양섭취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절대빈곤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

으로 거리급식이나 무료급식의 대상인 결식 계층이

는 나라로 보면서 경제 손실 측면에서 전 세계 최악

라 할 수 있다.

의 10위권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1990년 대 중
반부터 2010년 대 중반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는 40여 건으로 해마다 평균 2건의 자연재해로

5. 결론 - 지속가능한
북한농업의 조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의
3.6%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기후

1) 기후변화에의 대응

위험지수 10위권 국가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한국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았다(http://www.

줄이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분야 기후관리

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disaster-07272016162750.html).

농무성이 주도하여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의 지속

이러한 상태에서는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능한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은

위한 제도개혁, 기술개발, 적정투입 등의 노력이 큰

지난 200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골격을 수립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물론 일시적인 증산 효과는

하고, 농업 분야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있겠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는 어

으며,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2008년 지구 온난화 대

렵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책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온난화 대비 품종 개발과

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

재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강수량이 많은 해

북한은 향후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먹거리보장

와 적은 해의 편차와 호우 빈도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 요인보다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

도 농업생산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전(全)세계적으로 가

이 중요하다. 자립적 농(農)이 가능해야 적절한 식

뭄, 홍수, 폭염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고 있는 추세여

(食)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재

서 북한지역에서도 잦은 기상재해가 출현할 것이라

난관리 능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식량농업기

예상할 수 있다.

구(FAO)는 자연재해, 정부능력, 지역사회의 취약
성 등 50개 지표를 종합한 ‘2016 위기지수보고서’를

2) 생산방식의 전환

공개했다. 북한은 4.4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하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공간(公刊) 문헌에서 유

위 27% 수준인 52위로 평가됐다. 순위가 낮을수록

기농업에 대한 강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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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경제봉쇄 속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북

농업증산의 자구책의 하나로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

한의 유기농법 정책에 대한 구상과 체계가 구체화

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유기농업에 관심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2000년대 이전에는 화

을 가지는 배경에는 에너지, 비료 등의 과잉투입 농

학비료를 비롯하여 영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에서 저(低)투입 유기농업으로 식량자급을 이룬

쌀과 옥수수의 부족을 매워줄 감자의 증산을 강조

쿠바의 성공 사례가 있다.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재래

쿠바의 대안농업은 중국식의 가족농 부활과 서

식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강조하

구 선진국의 대안농업 모델을 적절히 결합하여 성

는 과정에서 ‘순환적’ 생산방식이 고안되었고, 그것

공한 사례로 유명하다. 소련의 지원에 의해 산업화

이 다시 식생활 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었다. 그리고

된 영농을 해결해온 쿠바는 소련이 붕괴하자 수입

마지막에는 농업증산과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의 동

에 의존했던 100만 톤의 화학비료, 2만 톤의 농약,

시 해결이라는 논리 구조로 진화한 것이다(Jeong,

트렉터 등의 공급중단에 직면한다. 당시 식량자급

2013).

율은 약 43%에 불과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하지만 현재의 북한 유기농업 정책은 한계가 있

쿠바 정부는 대규모 기계화 집단농업에서 유기 자

다. 쿠바가 식량자급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급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를 분배하고 대규

것은 단순히 유기농업으로의 영농 기술적 전환에만

모 농장을 해체했다. 농민의 생산의욕을 복돋우기

국한하지 않고 집단농업체제의 근본적 개편과 농산

위해 자유시장을 개설했다. 또 전통적인 식생활로

물 유통시장의 개혁 등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돌아가 식량자급율 향상을 기하였다. 그러면서 대

북한은 집단농업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영농기술

대적으로 유기농업으로 개편한 결과 쿠바는 단기간

적인 측면에서만 유기농법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

에 유기농업에 의한 식량자급체제를 이루게 된다

다면, 다시 말해 토지소유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없

(Kim, 2002).

는 상태에서 유기농업만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쿠바의 유기농업 시작은 어찌할 수 없는 ‘강제적

있다.

선택’이었지만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쿠바 시민의

쿠바의 경험은 생태학적 농업기술에 바탕을 둔

자발적 참여, 일반 소비자의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

소규모 농장이나 가족농의 생산으로 전체 식량자급

단체 그리고 전국의 과학자와 연구기관의 헌신적인

을 이룰 수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제도적인

노력 등으로 ‘지속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다.

먹거리보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쿠바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근대의 고(高)에

대안농업은 쿠바의 경험에서 입증되듯이 식량위기

너지 화학농업을 과감히 버리고 친환경 유기농 생

와 경제봉쇄에 직면한 북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생태보전과 생산성 향

있다. 더 나아가 유기농업의 활성화는 작물 다양화

상 -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발전 - 이라는 인류사회

를 통한 토양의 비옥도 상승과 산림 보전을 가능하

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

게 하기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토양유실에 대

었다.

비할 수 있다. 또한 농업과 임업을 겸하면서 축산업

쿠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

까지 도입하여 자연순환농법으로 농업생산의 지속

심은 1990년대 고난의 시절, 농업증산을 위한 수단

가능성을 높이는 혼농임업(agroforestry)을 가능하

의 하나로 시작되어 유기산업법의 제정과 같은 제

게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302

김흥주·이승호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관리 분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
는 신뢰할 만한 자료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지원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

3) 개방과 협력

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엔 관계

2017년 1월, 유엔은 북한과 ‘UN 5개년 전략협약’

자가 북한을 방문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

을 체결하고, 북한 농업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

획이다. 또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

업을 발표했다. 전략협약은 북한의 국가개발과 유

성하는 일도 도울 계획이다.

엔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각 기구가 통

2017년 5월 9일, 남한에도 남북협력을 새롭게 이

일된 전략을 짜고, 큰 틀에서 활동 계획을 세우려는

끌어갈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것이다. 유엔은 이 협약에 따라 2017~2021년 기간

남북한 농업부문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전

동안 10개 이상 유엔 기구들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

망이다. 앞으로 재개될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은 전

다. 참여 기구 가운데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

체 한반도 차원에서 농촌과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

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

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일농

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

업의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

(UNFPA) 등은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

점에서 본다면 최근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재난관

원 분야는 총 4개로, 식량과 영양 안보, 사회개발사

리와 유기농업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업, 대처 능력 강화(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이다.

이 향후 통일시대의 한반도 먹거리보장의 핵심 조

식량과 영양 안보 분야에서는 식량 생산량을 늘

건이기 때문이다.

리고 수확 후 손실 감소 등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사사

와 수유모(母), 임산부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개발 사업 분야에서는 북한 의료시설이 국제
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
2924243).

지원한다. 또 가정이나 공공기관, 의료 시설 등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 위생 사업을 강
화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질 높은

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처능력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가 자연재해
나 기후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1) 북한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산비탈에 일군 자경지는 1990
년대 중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조달 원천이었다(Joung, 2014).

다. 또 북한 당국이 환경 관리와 에너지, 기후변화,

2) food security는 국제기구에서 기아, 빈곤 등에 대한 양(量)

재난 위험관리 분야에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수

적 지원을 의미할 때는 식량안보로, 건강, 영양, 돌봄, 안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등의 질(質)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먹거리보장으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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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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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수를 산정한다. 식량문제가 전혀 없는 0에서 지수가 높

3)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식량농업기구(Food and

아질수록 식량위기가 심각하다. 30보다 높으면 식량상태가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20~30은 위험한 수준, 10~20은 심

기 위해 세계 식량문제를 주제로 열린 회의였다. 1996년 11

각한 수준이다(http://www.ifpri.org/publication/2017-

월 FAO의 모든 가맹국이 참가해 본부가 있는 로마에서 개

global-hunger-index-inequalities-hunger).

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과 기아,
식량수급 불균형 등의 과제 외에 세계 식량안전보장(World
Food Security)을 둘러싼 문제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4)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

References

의 합성어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거대 투기자본
이 식량시장을 지배하면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의
미한다. 당시 밀(130%), 콩(87%), 쌀(74%), 옥수수(30%) 등
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1억 명이 빈곤에 빠지고 3천
만 명이 기아를 경험하였다.
5) 자연재해 규모(총 사망자수, 10만 명 당 사망자수, 구매력
부문에서의 손실, GDP 대비 피해액 비중)에 대한 국가별 대
처능력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6) DMZ(비무장지대) 부근 또는 토질과 기후가 비슷한 중국 동

Gottlieb, R. and Joshi, A. 2010, Food Justice, The MIT
Press.
Hinrichs, C. C. and Lyson, T. A., 2007, Remaking the
North American Food System: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IFPRI, 2017, 2017 Global Hunger Index - The Inequalities of Hunger.

북지방에 비료 및 관개시설 등 조건을 북한과 유사하게 만들

Jeong, E. -M., 2013, The North Korean Organic Farm-

고 여기에 북한산 종자를 뿌려 수확한 것을 농경지로 환산하

ing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overeignty,

여 추정한다.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6(1), 214-254

7) Kim and Lim(2014)이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굶주림’이라는 양적 접근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ung, E. -L., 2014, A Study on the Food Procuring

8) 북한 식량통계 자료는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곡물생산 공식

Mechanism of City Workers in North Korea -

통계 이외에 한국정부(농촌진흥청), USDA(미국 농무성),

SOTOJI cases of Musan region in Hamgyeong-

FAO/WEF 등이 수집하고 있다. USDA 추정치는 미국이 찍

buk-do -,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Economic

은 인공위성 자료와 한국 측의 분석 자료에 근거하며, FAO/

Studies, 26(1), 261-302 (in Korean with English

WEF 추정치는 1992년까지는 북한의 공식통계을 인용한 것

abstract).

이고, 그 이후는 매년 정기적으로 북한에 파견하여 현지 조
사한 결과에 근거한다(Joung and Park, 2013).
9)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주요 자원, 생산설비

Joung, E. -L. and Park, J. -C., 2013, Reconsideration on
Official Statistic Data of North Korea’s Agricul-

를 우호적인 가격(서방 시장가격의 1/3~1/4 수준)으로 제공

ture: Focused on Food Statistics and Agricul-

받았다.

tural Moderniz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

10) 남한의 곡물 총생산량은 북한과 비슷하지만 1,500만 톤 이
상의 곡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수요를 충당한다. 식량자
급률은 26.7%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의존도 비율은 세계 3
위 수준이다.
11)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굶주리는 주민 수와 영양분 섭
취량, 식량부족분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매년 국가별 식량 현
황을 평가하고 있다(http://www.ers.usda.gov/topics/
international-markets-trade/global-food-security.
aspx ).

Studies, 66, 205-22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D. -H., 2015,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situation, NH Nong Hyup Investigation Monthly Report, 597, 37-5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H. -J., 2002, Future Directions in the Change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Restructuring:

12) 국민의 영양상태, 저체중 어린이 비율, 저성장 어린이 비

Myth and Reality of Family Peasant Farm’s

율 그리고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기

Revival,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2(2), 157-

304

김흥주·이승호

18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H. -J. and Lee, H. -J., 2012, Food Security in
Korea and Its Policy Agenda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468-499 (in Korean).
Kim, K. -R., Hong, S. K., and Kim, J. -Y., 2005,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direction of collecitive far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Kangwan University (in Korean).
Kim, Y. -H., 2016, Evaluation of North Korea’s agriculture and challenges during the five years of Kim
Jeong eun’s regime,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8(3), 3-13 (in Korean).
Kim, Y. -H. and Lim, S. -K., 2014, North Koreans’ food
consumption and nutritional conditions, KREI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7(2), 269-29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m, S. -U., 2016, Contemporary food shortage of North
and reform of collective farm, Hanul Books (in
Korean).
http://www.ers.usda.gov/topics/international-markets
-trade/global-food-security. aspx
http://www.ifpri.org/publication/2017-global-hungerindex-inequalities-hunger-index-inequalitieshunger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rfa.org/korean/ 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disaster-07272016162750.html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http://www.voakorea.com/a/3747082.html

16(1), 3-17 (in Korean).

CBS No Cut News, 2016.07.16. “USDA, North Korea’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S., 2004, North Korea’s famine in 1994-2000: occurrence, impact and characteristics, Korea Institute

food situation will be lowest in Asia even 10
years later."
Yonhap News, 2016.10.12. “American research institute,
North Korea’s starvation risk ranks number 21
in the world.”

for National Unification (in Korean).
Lim, S. -C., 2013,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y

책임편집: 허인혜

under Kim Jong Un: Challenges and a Prospect,

영문교열: 이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