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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 곡물 생산량은 양호할 전망이나,
식량 공급 상황은 적신호1)
주요 내용
➲ 북한의 2016년 쌀 생산량은 240만톤으로 가뭄 피해를 입은 2015년 수준에서 23%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2015/16 유통연도(11~10월) 곡물 수입 필요량은 69만4,000톤으로 2014/15년도의 약 4배 수준,
이는 2015년 곡물 생산량 감소에 기인

➲ 8월말~9월초 홍수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은 10만7,000명, 긴급구호지원 필요인구는 14만여명으로 집계

2016년 겨울 작물 식부, 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마무리
■ 북한의 2016/17년 겨울밀·보리 식부는 11월에 마무리되었다.

원격탐사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치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식부 활동을 촉진
시켰다. 7~8월 우기의 풍부한 강수량에 따른 주요 저수지의
물 가용성 개선 또한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가을수확 작물 생산량, 1년전 수준에서 일부 회복
■ 2016년 가을수확 작물 수확은 10월에 완료되었다. 2015년 곡물

생산량은 가뭄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이후 작기(cropping 그림 1. 북한의 주요 작물 재배·수확기
season) 내 풍부한 강수량과 개선된 관개용수 가용성은 2016년

가을수확 작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8월 말 북
동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 국지성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자라고 있는 농작물(주로 벼와 옥수수) 피해면적은 가을수확 곡물
식부면적의 2%에 해당되는 2만8,000ha로 나타났다. 홍수는 작물
뿐 아니라 주택·인프라·농업부문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 FAO는 북한의 2016년 쌀 생산량을 240만톤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가뭄피해로 감소한 2015년 대비 23% 회복한 것이나 여전히 이전
3개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2016년 옥수수 생산량은
평년치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2. 북한의 홍수 피해 현황(9.11 기준)

1) 이 자료는 FAO 조기경보시스템(GIEWS)이 12월 16일 발표한 북한의 개요 자료(Country Brief)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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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 유통연도 곡물수입 필요량 증가
■ FAO에 따르면 2015/16 유통연도(11~10월) 곡물수입 필요량은

69만4,000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4/15년도의 약 4배 수준
으로 주로 2015년 곡물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다.

극심한 국지성 홍수로 동북부 지역에 수많은 피해인구 발생
■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발생한 홍수로 최소 10만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긴급구호지원 필요인구는 1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만강 유역 인근의 함경북도

그림 3. 북한의 곡물수입 필요량

일부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작물·종자 비축분, 돼지와 가금류와 같은
소규모 가축 등의 막대한 손실이 보고되었다.
■ 북한의 가계 영양과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텃밭의 작물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인해

이미 심각한 피해가구의 식량불안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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