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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북한 지역의 금년 7월 평균기온은 23.0℃로 평년에 비해 0.9℃ 높았으며,

27개 관측지점의 평균 강수량은 592.0mm로 평년의 2.5배나 되어 7월 강수

량으로는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특히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3~4배나 됨. 7월 한 달 동안 평강에는 무려 

1,203mm의 비가 내렸으며, 그밖에 구성 1,140mm, 희천 1,058mm, 양덕 

1,057mm, 안주 958mm, 신계 790mm, 원산 795mm, 신의주 679mm, 평양 

679mm 등 여러 지역에서 7월 강우량의 극한값을 갱신함.

금년의 빈발한 집중 호우 때문에 북한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도 입었음. 7월에만 사망 28명, 부상 2명, 실종 18명이 발생하

였으며, 전파 또는 반파된 가옥이 8,842호, 침수된 가옥이 1만 1,289호에 

이름. 산사태 등으로 인해 도로의 매몰과 유실, 교량 파손, 제방 붕괴 등 사

회간접자본의 피해도 적지 않음. 농업부문에서는 1만 1,680ha의 농작물이 

침수되고, 1,581ha의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되었으며(각각 896ha,

685ha), 도복 피해도 220ha 발생함. 그러나 아직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은 피해도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이번 수해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분석해 보면, 곡물은 1만 7,000톤 정

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가축 피해도 일부 발생하였고, 농업시설물이나 농기

계의 피해도 발생하였음. 따라서 수해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복구비는 2,0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사회간접자본이나 

가옥 파손에 따른 복구비를 모두 합할 경우 금년 7월 수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총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은 피해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수량에 비해서는 경

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8월과 9월의 기상이 가을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8월과 9월의 기상 여건만 좋다면 북한의 농작물에 

대한 금년 가을 작황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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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7월 북한의 기상 동향

▢ 북한은 금년 7월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과 강수량을 기록함
○ 올 여름은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함으로써 북태

평양의 고기압 확장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한반도는 50여 일이나 되는 

긴 장마를 맞음

- 장마는 중부지방 6월 1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6월 18일에 시작하

여 7월 31일까지 이어졌으며 8월 초까지 지속됨

- 이제 장마가 물러났지만 기상청은 8월 말경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음1)

○ 남한 지역의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3℃로 평년(24.5℃)보다 1.8℃ 높

았으며, 7월 전국 강수량은 302.0mm로 평년(289.7mm)과 비슷하였음2)

- 금년 7월 중부지방 강수일수는 21.2일로 1973년 이후 3번째로 많았으

나, 제주도의 경우 강수일수는 4일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음 

- 특히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였던 8일부터 27일까지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강수량은 평년대비 각각 126%, 15%, 4%로 강

수량의 남북편차가 매우 컸음  

○ 올해도 빈발한 호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비 피해가 발생함

- 기상청의 분석에 의하면 금년 7월 북한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에 

비해 높았다고 함

- 북한 지역의 7월 평균 기온은 23.0℃로 평년에 비해 0.9℃ 높았으며,

27개 관측지점의 평균 강수량은 592.0mm로 평년의 238.8mm와 비교

할 때 2.5배나 되었음 

- 특히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3~4배나 됨

- 7월의 강수량은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7월 2일부터 

1) 기상청. 2013. 8. 2. “1개월 전망: 8월 중순-9월 상순.” 보도자료.

2) 기상청. 2013. 8. 1. “2013년 7월 기상특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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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비는 7월 28일까지 여러 북한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를 발생시킴

- 7월 한 달 동안 평강에는 무려 1,203mm의 비가 내렸으며 구성 

1,140mm, 희천 1,058mm, 양덕 1,057mm, 안주 958mm, 신계 

790mm, 원산 795mm, 신의주 679mm, 평양 679mm 등 여러 지역에

서 7월 강우량 극한값을 갱신하였음3)

표 1. 북한의 지점별 7월 강수량 극한값 갱신 현황

지 점
1위 2위 3위 4위 5위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신의주 2013 678.9 1985 658.4 1998 486.2 1996 453.3 2012 422.5

구 성 2013 1140.3 1986 622.9 1981 555.6 1983 553.8 1990 496.5

희 천 2013 1058.8 1989 777.4 2010 595.6 2012 580.7 1986 576.7

안 주 2013 958.1 2012 574.6 1990 516.4 1981 473.9 1988 430.0

양 덕 2013 1057.4 1983 499.5 2006 486.4 2012 478.3 1987 444.0

원 산 2013 794.8 2004 593.1 1983 529.4 1987 468.4 2002 461.8

평 양 2013 678.8 1994 480.8 2012 480.2 2009 473.2 1996 467.4

신 계 2013 789.9 2011 758.4 2010 565.0 1981 539.1 1987 498.5

평 강 2013 1203.1 2001 780.8 2011 749.0 2009 650.9 1990 611.9

자료: 기상청. 2013. 8. 1. “북한 7월, 1981년 이래 최다 강수량 기록.” 보도자료.

○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 동안에 북한의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를 중심

으로 400~700mm의 많은 비가 내렸음4)

- 7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북한 전 지역 평균 강수량은 463.4mm로 평

년 강수량 152.9mm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육박함 

- 이 기간에 평안남도 양덕은 769mm의 강우를 기록하였으며, 안주는 

687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고 평양도 471mm의 비가 내림

- 평안북도의 구성에는 608mm, 희천은 570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

으며, 함경남도의 평강에는 669mm, 원산은 587mm의 비가 내림 

- 이 밖에도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

로 파악됨 

3) 기상청. 2013. 8. 1. “북한 7월, 1981년 이래 최다 강수량 기록.” 보도자료.

4) 기상청. 2013. 7. 22. “7월 22일 현재 북한지역 강수량 현황 보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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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로 인한 피해와 국제적십자 및 북한의 대응

○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금년 여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북한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

고 있음

- 청천강 하류에 위치한 안주시의 경우에 폭우로 청천강이 범람하여 시 

전체 면적이 80%가 물에 잠겼다고 알려짐5)

○ 수해 대책을 위해 국제적십자사는 홍수 피해 실사단을 구성하고, 북한

은 내부적으로 지휘부를 설치함

- 수해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제적십자사는 홍수 피해 실사단을 구성하

여 상황 파악에 나섬

- 유엔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기구들의 조정체인 유엔상주조정

관실을 통해 7월 24일 평안북도 박천과 태천군을 대상으로 자체 조

사를 실시함

- 북한은 수해 대책을 위해 자체적으로 ‘중앙큰물피해방지 지휘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도·시·군별 연합지휘부를 만들어 수해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함6)

5)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2013. 7. 23. “적십자, 북한 안주시 또 물난리...80% 침
수.” <http://www.voakorea.com>.

6) 데일리NK. 2013. 8. 2. “북한, 수해 대책 ‘중앙큰물피해방지 지휘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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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년 수해의 인명 및 가옥 피해 현황(2013년 7월 22일 현재)

지 역
인명 피해(명) 가옥 피해(채)

이재민 사망 부상 실종 전파 반파 침수
합 계 49,052 28 2 18 984 2,858 11,289
평 양 84 2 8 11 13
평안남도 11,176 6 2 196 458 2,600
평안북도 33,240 7 2 4 611 1,922 7,701

황해남도 24 6
황해북도 1,888 3 3 114 296 379
함경남도 300 3 75
함경북도 2
강 원 도 216 7 6 39 39
자 강 도 2,116 1 8 32 521

남 포 시 8 2

자료: IFDC. 26 July 2013. “Information bullet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Bulletin No. 1.

2.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

▢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나타남

○ 홍수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흔히 나타나는 피

해는 인명 피해이고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피해임

- 재산상의 피해는 가옥 피해, 농작물 피해, 가축이나 양곡 피해, 도로

나 교량의 유실 등 사회간접자본의 피해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남

- 국제적십자사의 조사에 의하면 7월 23일 현재 집중강우로 인해 4만 

9,0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사망 28명, 실종 18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7)

- 총 3,742가구의 가옥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으며(표 2) 피해가 많이 발

생한 지역은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등임

○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도로 유실, 교량 파괴, 제방 붕괴 등 사회간접

자본의 피해도 적지 않음(표 3)

7) IFDC(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6 July 2013.

“Information bullet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Bulletin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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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년 수해의 사회간접자본 피해 현황(2013년 7월 22일 현재)

지 역
도로 매몰 도로 유실 교량 피해 제방 피해

수
(개소)

길이
(m)

수
(개소)

길이
(m)

수
(개소)

길이
(m)

수
(개소)

길이
(m)

합 계 46 324 163 9,921 37 1,938 113 10,709
평안남도 19 96 75 4,275 10 278 46 2,430
평안북도 4 25 64 4,745 17 1,195 11 697

황해북도 8 128 3 83 1 30 7 48
함경남도 4 125 1 12
자 강 도 12 55 16 686 8 423 49 8,231
강 원 도 3 20
양 강 도 1 7

자료: IFDC. 26 July 2013. “Information bullet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Bulletin No. 1.

- 북한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개울이나 하천의 유량이 단

시간에 증가하게 됨

- 산에 나무가 적어 토양 유실이 많이 발생한 탓에 개천, 하천, 호소의 

바닥이 높아진 데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를 미처 복구하지 못하여 피

해를 더욱 키우게 됨 

- 과거의 예를 보면 한반도 전역이 비슷한 규모의 강수 상황임에도 북

한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도로의 경우 산사태로 인해 토사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의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함 

- 금년 여름에는 도로의 매몰보다는 유실 피해가 크게 나타났는데, 주

로 평안남북도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강도에서도 피해

가 발생하였음

○ 빈번히 나타나는 피해는 교량 피해이며 이는 교량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파손되는 경우임 

- 금년 여름의 교량 피해는 37개소에서 발생하였으며, 총연장 2km의 

다리가 피해를 입었음

○ 홍수로 인한 제방피해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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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로 인해 총 113개소에서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발

생하여 피해 규모가 10km에 달하며, 특히 제방 피해는 자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홍수로 인한 관개수로의 파손도 큰 것으로 파악됨

- 유엔상주조정관실에 의하면 청천강 하류에 위치한 박천군은 호우로 

인해 38km의 관개수로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함

- 태천군의 경우에도 28km의 관개수로가 피해를 입었음8)

- 조사대상 지역에는 빠져 있지만 안주시의 경우에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안주시의 경우에 2,750채의 건물이 물에 잠겨 1만 9,000여명이 피해

를 입었다고 함

▢ 금년 수해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금년 수해에 대해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인명 피해나 사회

간접자본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농업부문의 피해도 확대되는 양상임

- 수해는 농업부문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됨

- 먼저 인명 피해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가옥이나 농업

시설의 파괴, 저장하고 있는 식량이나 가축의 피해 등 재산상의 손실

도 적지 않음

-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농경지의 유실, 매몰, 침수에 의한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임(표 4)

- 이러한 1차적인 피해 이외에도 수해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와 이로 

인한 수량 및 품질 저하라는 2차 피해도 예상됨

-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을 경우에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과 

생산 활동의 중단에 의한 생산량 감소도 예견됨

- 농업시설 복구비용과 복구될 때까지 예상되는 기능 저하도 수해의 간

접 피해임

8) Office of the Resident Coodinator in DPR Korea. 25 July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ing.” Office of the Resident Coordinator Situation Report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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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년 수해의 농작물 및 농지 피해 현황(2013년 7월 22일 현재)
단위: ha

지 역 합 계 침 수 매 몰 유 실 도 복
합 계 13,340 11,680 685 896 220
평안남도 1,133 1,108 76 15
평안북도 9,633 8,702 609 192 205
황해남도 56 56
황해북도 408 144 354

함경북도 350 350
강 원 도 1,670 1,670

자료: IFDC. 26 July 2013. “Information bullet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Bulletin No. 1.

○ 자료의 제약상 예상되는 모든 피해를 모두 추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통해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피

해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수해가 북한 경제, 특히 농업부문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홍수에 의한 피해로는 침수, 매몰, 유실, 도복 등이 있음

- 전체 농경지 피해면적 1만 3,340ha의 88%인 1만 1,680ha가 침수 피해임 

- 이 밖에 매몰된 농경지 면적이 685ha, 유실 896ha이며 작물이 도복된 

면적은 220ha로 추정됨

○ 북한은 1995년, 1996년, 2006년, 2007년에 대규모의 수해를 입었으며,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음

- 금년의 피해 규모는 2006년이나 2007년에 비하면 훨씬 작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아직은 작년보다도 피해가 크지 않음

- 그러나 2007년이나 2012년처럼 집중호우가 8월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음

- 8월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 8월의 수해피해가 

7월에 비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님

- 올 7월의 수해는 7월 중하순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피

해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움

- 아직은 작물별 피해 면적에 관한 정보가 없는 데다 침수 기간도 가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추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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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해가 북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수해로 인해 농업부문에서는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도 피해가 예상됨

○ 이번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 면적은 1만 3,000여 ha로 강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른 해에 비해서도 피해 면적이 넓지 않음

○ 2007년에는 수해 피해 면적이 22만 3,000ha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8

만 5,000여 ha가 피해를 입었음

○ 금년 7월에 발생한 피해는 주로 침수에 의한 벼 피해가 대부분이며, 옥

수수나 일부 저지대 감자 농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 논벼의 경우 침수에 의한 피해 이외에도 토사에 의한 논의 매몰이나 

유실 피해도 발생하였으며, 바람에 의한 도복 피해도 부분적으로 발

생하였음

- 옥수수는 침수에 의한 피해보다도 밭의 유실이나 매몰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강수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7월 2-3일, 12-18일, 19-24일 등 지역에 따

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 7월 12-18일 발생한 호우 피해는 황해북도 토산군과 강원도 일대, 7

월 19-24일 발생한 호우 피해는 청천강의 범람으로 하류 지역에 대규

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함경남도 금야군, 요덕군, 고원군, 평

안남도 양덕군 일대 등 대봉산맥의 동쪽 지역도 침수나 농경지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음  

○ 도복이나 침수의 경우에도 작물의 특성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

- 키가 낮은 콩이나 감자는 옥수수나 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해 피해

를 더 많이 받게 되며, 같은 침수라고 하더라도 밭에서 재배되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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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의 주요 농작물 생산 주기

작 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리 --------- --------- --------- --------- --------- -------○ ×------------

밀 --------- --------- --------- --------- --------- -------○ ××---------

벼 △△-------△--------- --------- --------- ----○○○

옥수수 △△△---------------- --------- --------- ----○○○

감자 ××-------- --------- -------○ ×------------ -------○○

고구마 ××-------- --------- --------- --------- -------○○

수수 ××-------- --------- --------- --------- -------○○

주: 파종 × 이식 △ 생육 --- 수확 ○
자료: FAO/WFP. Nov. 25. 2011.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수수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에 비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음

- 침수가 되더라도 침수 기간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며,

침수의 정도에 따라 공기 중에 노출되는 잎의 비율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다름

○ 금년 7월 북한 지역의 홍수 피해는 대부분 7월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하

였으며, 이 시기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침수 피해의 경우에 

그 정도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는 벼의 어린이삭이 생길 때여서 시

기적으로는 피해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 북한 지역의 피해 시점은 어린이삭이 생길 때(출수 전 24일 전후)에 

해당되며, 흙탕물에 의한 관수가 대부분임(표 5)

- 침수기간은 완경사지의 경우 1-2일 평탄지는 3-4일 정도로 판단되며,

하천 범람으로 일어난 침수는 5일 이상의 장시간 지속된 지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침수된 논의 평균적인 피해 정도는 25～30% 정도로 판단되며 

일부 지역은 50% 이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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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피해 시기별 벼의 침수 피해 정도

피해 시기 침수 상태
침수기간별 피해 정도(%)

1-2일간 3-4일간 5-7일간 8일 이상

새끼칠 때(분얼)
(모낸 후 10-20일)

맑은 물에 관수 10 20 30 35

흙탕물에 관수 10 30 60 70

어린이삭 생길 때
(출수 전 24일 전후)

흙탕물에 엽선 노출
- 관수

10
20

30
55

75
90

90
100

맑은 물에 엽선 노출
- 관수

5
10

20
30

55
70

70
80

이삭 팰 때
(출수 전 5-15일)

흙탕물에 엽선 노출
- 관수

20
30

50
70

85
100

90～100
100

맑은 물에 엽선 노출
- 관수

10
20

30
50

65
80

90～100
100

이삭 팰 때
흙탕물에 관수 25 60 80 100

맑은 물에 관수 15 40 60 80

주: 침수: 식물체의 70% 이상이 물에 잠긴 상태.

관수: 식물체 전부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

엽선 노출: 잎 끝의 10～15cm가 물 위에 나와 있는 상태.

자료: 농림부. 2006. 1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

○ 홍수로 인한 농작물의 직접 피해 외에도 도열병, 흰빛잎마름병, 벼멸구 

등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으로써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라는 2차 피

해도 우려됨

-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경우에 농약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뾰쪽한 대

책을 강구하기 어려움

- 파종을 마친 무나 정식을 앞둔 배추 등 채소류의 경우 수해 피해 이

후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종자나 종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수도 있음 

○ 이번 호우 피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동부 지방 농경지의 농

업기반시설 피해임

- 함경남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 동부 지방의 강 상류에 위치한 지역에

는 농경지의 유실과 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제방 등 농업기

반시설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청천강 하류에도 제방 유실 

등 농업시설물의 파괴가 따랐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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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알곡 생산을 위해 경사지를 무리하게 개간한 데다 산에 나무

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시간의 집중 호우는 산사태나 토양 유실 위험

을 높이고, 이로 인한 농경지의 매몰이나 유실 가능성을 높임

- 지속적인 토양 유실로 인해 하천 바닥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므

로 적은 비에도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천이 범람할 경우

에는 농경지의 매몰 피해가 커짐

- 과거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연속적인 자연재해나 2006년과 2007년

에 발생한 홍수 피해로 매몰되거나 유실된 농경지가 많았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이외에도 농업용 시설 

및 장비의 누수와 침수,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식량 및 텃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창고 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배수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

하기 때문에 일단 침수가 일어나면 저장된 농산물이나 농기계, 장비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

- 시기적으로 밀, 보리, 감자 등 봄 작물을 수확하여 아직 보관하고 있

을 것이므로 이들 농산물의 피해도 예상됨

- 텃밭은 각 가정이 부족한 식량과 부식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호우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구 단위

의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침수로 인해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토끼, 닭 

등의 가축도 상당 정도 유실되었을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것임

▢ 금년 수해로 인한 농업부문 손실은 5천만 달러로 추정됨

○ 금년 7월의 수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입

수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이번 수해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개략적

으로 추정하면 <표 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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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중에서는 벼와 옥수수의 피해가 가장 크고 콩이나 감자 피해도 

일부 예상되며 밭작물 중에서는 채소 피해도 무시하지 못할 것임

- 수해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를 국제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됨

○ 홍수로 인해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적지 않음

-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000만 달러 정도는 소

요될 전망이며, 파손된 구조물을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 밖에 농기계, 가축, 보관 중인 곡물 등의 재산 손실도 200만 달러

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주민들의 가옥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은 2,000만 달러 이상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됨

○ 금년 수해로 인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경지 및 농업구

조물 복구비와 재산 손실 등을 모두 합하면 농업부문의 경제적 손실은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표 7)

○ 금년 7월에 발생한 수해로 인한 농작물의 직접피해는 1만 7,000톤 정도

로 가을 곡물 생산량의 0.5%에 불과하나 피해는 확대될 수 있음

- 아직 금년 여름의 수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8-9월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데다, 농업기반시설이나 농경지의 복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전체 복구비용은 

적지 않음

- 더구나 북한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금년 여름 수해로 인한 피해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님

- 만일 7월에 발생한 수해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한 상태

에서 8-9월에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확대

될 수 있음 

-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장비와 물자의 부족으로 수해 복

구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복구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

되어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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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종류 피해 규모
손실 또는
복구비(달러)

산출근거

농작물 피해(ha)1)

벼(침수)

벼(유실, 매몰)

벼(도복)

옥수수(침수)

옥수수(유실, 매몰)

감자(침수)

소계

10,000

1,000

220

620

500

1,000

13,340

7,000,000

2,450,000

154,000

84,000

350,000

50,000

10,088,000

10,000ha×1톤=10,000톤($700/톤)

1,000ha×3.5톤=3,500톤($700/톤)

220ha×1톤=220톤($700/톤)

620ha×0.5톤=310톤($200/톤)

500ha×3.5톤=1,750톤($200/톤)

1,000ha×1.0톤=1,000톤($50/생감자 톤)

합계 16,780톤(곡물 기준)

농경지 유실(ha)2) 896 6,272,000 896ha×$7,000=$6,272,000

농경지 매몰(ha)2) 685 3,425,000 685ha×$5,000=$3,425,000

구조물 파손

도로 매몰(km)

도로 유실(km)

교량(km)

제방(km)3)

소계

0.3

9.9

1.9

10.7

15,000

1,980,000

950,000

2,140,000

5,085,000

0.3km×$50,000=$15,000

9.9km×$200,000=$1,980,000

1.9km×$500,000=$950,000

10.7km×$200,000=$2,140,000

가옥(호)

전파

반파

침수

소계

984

2,858

11,289

4,920,000

5,715,000

11,289,000

21,924,000

984호×$5,000=$4,920,000

2,858호×$2,000=$5,716,000

11,289호×$1,000=$11,289,000

농기계 손실(대)4) 1,000 500,000 1,000대×$500=$500,000

가축 유실(마리)4) 15,000 1,500,000 15,000두×$100=$1,500,000

보관곡물 유실(톤)4) 500 100,000 500톤×$200=$100,000

합 계 48,894,000

표 7. 금년 7월 수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자료: 국제적십자사 및 유엔상주조정관실의 추정, 언론보도를 기초로 필자 추정.

주: 1) 농경지의 침수, 유실, 매몰, 도복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감자는 생감자 기준이며 곡물로 환산

할 경우 환산율 25% 적용.

2) 농작물 피해를 제외한 농경지 복구비만을 산정.

3) 제방에는 하천, 수로 등을 포함.

4) 필자가 추정한 것이며 농기계는 트랙터, 가축은 돼지, 곡물은 보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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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북한은 금년 7월에 발생한 수해 대책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와 평양 주재 유엔상주조정관실은 수해 피해 

파악에 나섬

-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되지는 못하였음

- 금년 유엔은 대북 지원 목표를 1억 4,700만 달러로 잡았으나, 7월 말 

현재 목표액의 25%인 3,677만 달러의 모금에 그치고 있음9)

- 모금액의 절반 가량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에 사용

될 예정임

- 북한이 2005년 말에 국제사회에 대해 더 이상 인도적 긴급지원을 받

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늘 저

조한 실정임

- 중국의 대북 지원도 과거만 못하고 북한에 대한 다자 지원뿐만 아니

라 양자 지원도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임

○ 금년에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움직임은 아직 포착

되지 않고 있음

-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올 여름 수해 피해의 특징이 인명 피해나 이재민 발생이 많은 

데 비해 경제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신

속하게 반응하지 않는 듯함

○ 북한의 금년 양곡연도의 식량수급 상황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임

- 지난 가을의 곡물 작황이 예상 외로 좋았던 데다 금년 여름의 이모작 

작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임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7. KREI 북한농업동향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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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장마당 쌀 가격 및 달러 환율 동향

- 이렇게 곡물 작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고 

해외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늘지 않았음에도 북한 시장의 곡물가격은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음

- 지난 4월 중순 이후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이 kg당 6,000원을 밑도는 

가운데 현재는 5,0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음10)(그림1)

- 지역에 따라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쌀과 옥수수 등 기초식품의 

가격이 계절적으로 큰 진폭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외환 

가격도 안정적임

○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은 이재민에 대한 긴

급 식량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해복구를 위한 물자지원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금년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아직 고려하지 않

고 있음

10) 데일리NK. 2013. 8. 2. “북장마당 동향.”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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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의 수해로 인해 북한 주민 48명이 사망·부상 또는 실종되었으며, 4

만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 재난을 당한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옥이 파괴되는 등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으나,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은 매우 미온

적임

- 국제적십자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

만 역부족임  

○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개성공단 가동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조만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까지

는 북한에 대한 통상적인 인도적 지원 이외의 지원을 언급하기는 어

려울 것임

○ 금년 가을 수확까지 8월과 9월의 집중 발생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음

- 올 가을 수확기까지 날씨만 좋다면 금년 가을 농사도 나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어 북한 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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