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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조곡 기준 432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식으로 간주되는 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감자를 포함하고 북한
주민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정곡으로 환산하면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380∼400만 톤
으로 추정된다. 이를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08년 식량생산량과 비교하면 9% 정도 감소한 것이
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2010년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추정하면 523만 톤 정도로 예상되
기 때문에 120∼140만 톤가량 부족하다. 예상되는 북한의 상업적 수입을 고려할 경우 식량 부족
량은 최소 100만 톤이다. 따라서 북한은 2010년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
지 않으면 식량부족을 겪게 된다.
현재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부족량
은 70∼80만 톤이나 된다. 만일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과거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였던 대규모 식
량 지원을 재개하고 2008년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던 식량 중 아직 인도되지 않은 식량을 북
한에 제공할 경우 북한의 식량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
지 않을 경우 2010년 북한은 식량 부족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도 취약하지만 가계 수준의 식량안보는 더욱 취약하다. 2007년부
터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는 매우 열악할 것으
로 예상된다. 만약 금년에 식량사정이 더욱 나빠진다면 일부 취약계층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2009년 11월 말 북한이 화폐교환을 단행한 후 시장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
다. 북한 당국은 화폐교환과 함께 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00:1 화폐교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식량을 비롯한 상품 가격
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춘궁기가 가까울수록 식량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면 주민의 식생활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6
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국제규
범에 맞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당면한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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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한의 식량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
요한 변수는 작황이다. 또한 작황 이외에 국제 곡물가격, 북한의 곡물 수입 능력, 국제사
회의 식량지원, 북한의 식량관리 능력, 식량배급 상황, 국내 곡물 시장가격, 주민의 식량
구입 능력, 가축 사육 상황, 곡물 재고량 등도 식량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은 북한의 식량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작황이 나빴기 때
문에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던 경우, 작황은 괜찮았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여 식
량사정이 심각했던 경우,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곡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북한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은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를 꼽을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북한은 좋지 않은 기상과 수해 피해로 인해 작황이 저조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적인 곡물 파동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중국 등 여러 국가
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곡물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2008
년과 2009년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중단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금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
다. 이들 부문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 개선을 우선 해결과제
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
다.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
침, 콩농사방침 등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기농법 등 새
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독자적인 육종체계의 확립, 현대적인 축산․양어․과일 생산에
대해 강조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정책과 약간 차별화된다.
농업과 경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4대 선행 부문을 재차 강조하는 까닭은 경제
발전의 기초가 이들 부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용 자원의 제약 하에서 부분 간
자원 배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부분과 부문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진다. 특히 상품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급은 정치적인 수사 이상의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정책 구상으로 올해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 글에서는 2010년 북한의 식량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수급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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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북한은 식량생산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작황을 알고자 한
다면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추정치, 그리고 전문가의 추정에 의존
하는 수밖에 없다. FAO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여 발표
하였으나 그 후 몇 년 동안 발표를 중단하였다가 2008년 가을부터 다시 추정치 발표하
였다. 2010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은 2009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과 2010년
여름에 수확할 예정인 이모작 곡물을 합한 것이다. 그렇지만 2010년 여름에 수확할 곡
물은 현 시점에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1년 동안 생산한 곡물의 양을 2010
년 자체 공급량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 발표하였다.
곡물 생산량에는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잡곡 등 곡물뿐만 아니라 감자를 곡물로 환산
하여 곡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표 1>. 북한에서 감자는 중요한 식량작물로 취급
되기 때문이다. 2008년 북한은 비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이 좋았고 여름철 홍
수 피해가 없어 작황이 비교적 좋았다.

표 1. 농촌진흥청의 2008년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치(정곡 기준)
구 분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맥류 및 잡곡

재배면적
(1,000ha)

1614

587

526

139

201

137

수량
(톤/ha)

-

3.17

2.89

1.15

2.54

1.76

2008생산량
(만 톤)

431

186

154

16

51

24

2007생산량
(만 톤)

401

153

159

15

47

27

2007년
대비(만 톤)

+30

+33

-5

+1

+4

-3

2007년
대비(%)

+7.5%

+21.6

-3.1

+6.7

+8.5

-11.1

* 감자와 고구마는 곡물(정곡) 환산율 25% 적용.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최소 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
을 받고도 매년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9 양곡연도
(2008.11-2009.10)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은 밀가루와 및 두류를 포함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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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15만 톤 정도이다<표 2>. 이는 전년에 비해 35% 감소한 양이다. 2009년 8월부터 10
월까지의 수입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곡물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류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하였
다. 특히 가격이 오른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실적, 2008-2009
2008(2007.11-2008.10)

2009(2008.11-2009.7)*

HS코드

품 목

수입액(천$)

단가($/kg)

수입량(톤)

수입액(천$)

단가($/kg)

수입량(톤)

1003
1005
1006
1007-8

보리
옥수수
쌀
잡곡

160
32,275
15,508
433

0.41
0.27
0.33
0.41

390
121,259
46,966
1,045

122
14,447
12,902
408

0.35
0.24
0.37
0.41

350
60,334
34,547
988

1003-1008

소계

48,376

169,660

27,879

1101

밀가루

10,647

0.26

40,518

6,523

0.31

21,318

1201

두류

11,860

0.52

22,443

16,779

0.50

33,696

1003-1201

합계

70,882

232,621

51,181

96,219

151,233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 통계를 공개하지 않음. 통상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은
해외로부터 곡물을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7월까지의 수입량을 연간 수입량이라고 가정해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2009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식량지원도 큰 폭
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은 전년의 4,358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
하는 4,193만 달러에 그쳤다.1) 식량 지원의 경우 2008년의 398만 달러에서 2009년 2,198
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04년 이전의 지원액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
다. 특히 2008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
량지원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가. 식량 공급 전망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9년 북한이 자체 생산한 알곡은 조곡 기준 432만 톤, 정
1)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뒷부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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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기준 352만 톤, 소요량은 474만 톤이어서 125만 톤가량의 곡물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추정한다.2) 그러나 FAO의 추정치에는 북한에서 널리
식량으로 이용되는 감자의 생산량을 포함시키지 않은데다 소요량에 있어서도 수확 후
감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식량 수급 추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O의 추정치에다 감자를 곡물로 환산한 생산량을 더하면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
은 501만 톤으로 추정된다<표3>. 여기에다 작물별 정곡환산율을 적용하면 388만 톤이
된다. 다만 2008년과는 달리 2009년에는 FAO가 텃밭 및 경사지에 대한 생산량 추정치
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2009년 북한의 식량총생산량
은 조곡 기준 524만 톤, 정곡 기준 405만 톤이다.

표 3. FAO의 2008년과 2009년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조곡 기준)
구 분
본답(A)
쌀
옥수수
감자
기타
소 계
이모작(B)
겨울밀/보리
봄밀/보리
봄감자
소 계
합 계(A+B)
텃밭(C)
경사지 등(D)
총 계(A+B+C+D)

면적
(천ha)

2008년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면적
(천ha)

2009년*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570
503
181
82
1,336

2.90
2.81
2.20
1.39

1,657
1,411
380
114
3,562
(2,751)

569
503
50
160
1,282

4.10
3.39
2.79
1.38

2.336
1,705
139
240
4,420
(3,342)

56
22
128
206

1.70
1.46
2.31

74

2.32

173

131
205

3.20

1,542

-

1,428

-

419
592
(540)
5,012
(3,882)

25

3.00

-

-

-

300

0.50

-

-

-

1,867

-

96
32
295
423
(423)
3,985
(3,174)
75
(56)
150
(113)
4,210
(3,342)

1,528

-

5,012
(3,882)

* ( )안은 정곡환산량임. 2009년의 경우 정곡환산율은 쌀 66%, 옥수수 85%, 밀/보리 70%, 콩
100%, 기타 70% 적용. 감자는 곡물환산율 25% 적용.
자료: FAO(2009)

FAO가 추정한 2009년 식량생산량 추정치 중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옥수수이다.
이미 FAO가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은 2009년 7월 중순 이후 3주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특

2) FAO.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GIEWS). Nov.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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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북부 평야지대의 옥수수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더욱이 2009년에는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중단된 데다 해외로부터의 비료 수입도 원활치 않아 비료 사용량이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446,000톤(중량 기준, 성분량 기준 10만 톤 내외)에 지나지 않았
다. 옥수수는 비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이다. 비료가 부족할 경우 옥수수의
생육은 큰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옥수수는 쌀 등 다른 작물에 비해 비료 사용의 우선순
위도 낮아 비료가 부족할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의 옥수수 수량은 2008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2009년 FAO의 옥수수 생산량 추정치가 높
다고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08년도 옥수수 생산량 141만 톤과 비교해도
FAO가 추정한 2009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20%나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텃밭과
경사지를 감안하더라도 2009년 북한의 식량총생산량이 500만 톤(조곡 기준) 수준에 머
물 것으로 보이며 정곡으로 환산했을 때 380~400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7/08~2008/09
품 목
HS코드
2008.11
12
2009.01
2
3
4
5
6
7
누 계
2007.11
12
2008. 1
2
3
4
5
6
7
8
9
10
누 계

N
3102
0
3,698
21,900
5,486
59
6,001
4,589
20,745
46,534
109,012
0
0
632
2,525
3,800
2,765
5,645
5,738
6,365
10
0
0
27,470

P
3103

K
3104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4
0
0
0
0
0
0
26

단위 : 수입량(천 톤)
기 타
합 계
3105
0
0
5
3,703
5
21,905
40
5,526
8
67
32
6,034
10
4.599
3
20,748
0
46,534
103
109,116
0
0
0
0
3
635
0
2,525
117
3,939
157
2,926
1
5,646
40
5,778
7
6,372
0
10
0
0
0
0
325
27,831

주 : 2009년 7월 이후 중국 정부는 북중 교역통계를 공개하지 않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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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양대 기관 중 하나인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농업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2008
년에 비해 5~10% 정도 감소하였다는 데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08
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정곡 기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농업
과학자들의 예측치를 적용하면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390~410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FAO의 추정치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치이다. 2008년 북한의 곡
물 생산량 추정치의 경우 FAO와 농촌진흥청의 추정 결과는 100만 톤이나 격차가 있었
다. 여기에 비하면 금년에는 양 기관의 추정치가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북한에 대한 한국의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만 톤(성
분량 기준, 중량 기준 446,000톤) 내외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많은
비료를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9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총 11만 톤의 비료를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 수입량의 4배에 해당한다. 다만
2008년의 경우 성분 함량이 높은 요소 비료의 비중이 훨씬 높았으나 2009년에는 요소
비료와 유안의 비율이 반반 정도였기 때문에 성분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든다. 수입액을 비교하면 2008년에는 1,166만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2,321만 달러
로 2배가량 된다. 2009년에는 북한의 자체 비료 생산량도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식량 수요 전망
식량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식용 수요 이외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감모 등 용도
별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합산한다. 이 중에서도 식용 수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식용 소요량에다 인구수를 곱
하면 전체 식용 소요량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인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북한은
1993년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래 15년 동안 한 번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다가 한
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총인구는 2,405만 명으
로 추계되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의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와 75만 명 정도 차이
가 있다. 통계청은 2008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를 2,33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3) 미국
의 중앙정보국(CIA)은 2008년 7월 기준 북한의 인구를 23,479,088명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센서스 인구와 57만 명 정도 차이가 있다.4) FAO와 WFP는 2009년 연도 중 북한의 인구

3)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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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360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으므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0.6%를 적용할 경우 2008
년 기준 인구센서스와는 55만 명 정도의 격차가 있다.5) 2008년 실시된 인구센서스를 기
준으로 연 인구 증가율 6%를 적용할 경우 2010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는 2,430만 명
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 수요를 파악할 때도 추정 기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FP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 발표하
고 있다.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 kcal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 kcal (연간 167 kg)을 식용
소요량으로 추정한다. FAO/WFP가 추정한 인구를 적용하여 식용 소요량을 추정하고 사
료용, 종자용, 가공용, 감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2009/10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523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 소요량은 465만 톤이며
수확 후 손실은 58만 톤이다.
․식용: 4,058,000톤(1인당 연간 167kg)
․사료용: 300,000톤(북한당국의 추정치)
․종자용: 170,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375kg, 두류 45kg 적용)
․가공용: 122,000톤(식용 소요량의 3%)
․수확 후 손실: 580,000톤(곡물 생산량 추계치 390만 톤의 15%)
․총소요량: 5,230,000톤
추정 기관에 따라 식량 수요의 기준이 다르며 인구, 곡물 생산량, 곡물 재배면적에 대
한 추정치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식량소요량 추정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식량
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여 2010년 북한의 곡물소요량을 추정하면 522만 톤이 된다<표 5>.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People
5)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s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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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0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소요량 추정
단위 : 정곡 1,000톤

용
도
별

용도

WFP 기준

비 고

인구(만명)

2,430

연도 중간 인구

식 용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4,058
300
170
122

기 타

570

합 계

5,220

기타는 수확 후
손실 등

다. 식량 수급 전망
FAO의 2009년 자체 식량생산량은 최소소요량 522만 톤에 비해 120~140만 톤가량 부
족하다. 식량 공급 부족량 중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 20만 톤을 감안하면 100~120만 톤
내외의 부족이 예상된다. 결국 2010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 북한
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의제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
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먼저 풀려야만 6자회담의 복귀가 가
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6자회담을 무력화하고자 시도한 바 있기 때
문에 나머지 5개국은 이전에 비해 6자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더욱 주저하게 만든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6자회담
에 복귀하더라도 복귀 그 자체만으로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속에 들어올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가운데는 미국의 역할이 향후에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총50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되 40만 톤은 세
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만 톤은 미국의 5개 구호단체(NGO)를 통해 제공키로 하였
다. 2008년 6월 30일 첫 배가 37,000톤의 밀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 양
곡연도 동안 총 118,000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 중에서 WFP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98,000톤이며 나머지는 NGO를 통해 지원되었다. NGO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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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9년 초까지 지속되었으나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은
분배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8월에 중단되었다. 이 계획은 당초 2009년 5월말
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요청에 의해 2009년 3월에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10
여 개월 동안 미국의 5개 구호단체는 총 71,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WFP와 NGO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총 169,000톤에 이른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
성이 허용되어야 하고 분배의 투명성과 함께 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
스템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의
“북한인권법(P.L. 108-333)”에도 명문화되어 있다.6)
세계식량계획(WFP)은 2009년 북한의 취약계층 620만 명을 대상으로 총 63만 톤의 식
량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600만 달러의 원조 계획을 세웠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2009년에 WFP가 북한에 실제 지원한 식량은 총 1,490만
달러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의 5%에도 미치지 않았다. WFP는 2008년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대행하면서 이전에 비해 좀 더 개선된 형태의 분배투명성 및 모니터링 조건을
북한과 합의하였다. 식량 지원 대상 지역을 133개로 확대하였으며 상주 직원수를 59명
으로 늘림과 동시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WFP는 결국 3개월 여 만에 지원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향후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때 그대로 적용하거나 좀 더 강화
된 형태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WFP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분배의 투명성 확보, 모니터링, 지원의 효과성을 둘러싸고 북한 당국과 적지 않은 갈등
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
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 대북 식량지원 정책을 기존의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
원으로 전환하였다. 2009년에는 대북 식량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를 북한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9년 10
월 북한에 옥수수 10,000톤의 지원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다가 2010년 1월에 들어서야 북한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2010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중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무상지원 예산 6,16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 곡물 및 비료 시세를 감안하면 곡물 40만 톤, 비료 30만 톤
의 지원이 가능하다. 2009년 예산에도 식량과 비료의 무상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한 푼
도 지출되지 않았다.

6) Manyin, Mark E. and Mary Beth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R40095. Sep.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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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0년에도 대북 식량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가장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
이다.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10~5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1995
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중 중국의 기여 몫이 27%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는 하지만 매년 3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이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된다.
현 시점에서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예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도적 지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식량지원 가능성을 전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남북관계가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북한이 6자회담의 복귀를 계
속해서 미루는 경우, 즉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전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WFP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1년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연간 지원량이 30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0만 톤 이하를 맴돌고 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10년에도 WFP
의 대북 식량 지원량은 10만 톤 이상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대
북 식량지원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량은 10만 톤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중
관계의 긴밀도와 북한의 식량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식량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의 작황
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2010년 대북 식량 지원량은 20~30만 톤까지 가능할
것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의 대북 식량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40~50만 톤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더라도 북한은 여전
히 50~70만 톤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
만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고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
재가 해제되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탄력을 받을 것이
다. 제일 먼저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양자 지원 형태로 최대 40
만 톤까지 곡물 지원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WFP 등을 통해 추가로 10만 톤 정도
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2008년 추진된 대북 식량지원 계획 중 아직 전달되지 못한 30만 톤의 지원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2008년 실시한 북한 어린의 영양조사 결과가 금년 중반 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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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이 2005년
즈음의 연간 3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2006~07년 수준인 3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은 100~110만 톤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정도의 양이
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해 부족한 식량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은 2009년에 비해 더욱 불안할 것으
로 전망된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외환 부족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부족
한 식량을 수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호의적이지 않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미루고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선뜻 식량을 지
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단행한 화폐교환도 주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화폐교환 조치는 단순히 화폐의 가치를 조정하는데 그
치지 않고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위축에 따라
주민의 식량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통제에 따라 가격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부
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식량을 구입하
는데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시장에는 식량이 귀
하고 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춘궁기가 가까워 올수록 식량의 품귀 현상은 심화
될 것이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식량수급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검토
북한의 식량수급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이기도 하다. 추정과 전망의 특성상 정확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경우 기
초자료가 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부딪
히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추정치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좀 더 정확한 전망을 위해서는 검
토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식량수급을 구성하는 공급 측면, 수요 측
면으로 나누어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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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량 추정
(1) 정곡환산율
곡물을 수확하면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확된 형태 그대로 무게를 측정한 것이 조곡 환산
량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것을 정곡 환산량이라고 한다. 쌀의 경우
벼의 형태로 수확을 한 후 1차 도정을 하여 벼의 껍질을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2
차 도정을 하여 백미를 만든다. 현미 형태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백미로 도
정하여 소비한다. 현미를 백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가공 정도에 따라 9분도, 10분도
등으로 구분한다. 분도 수가 높을수록 쌀알이 많이 깎인다.
정곡으로 환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쌀이다. 통상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북
한에서 생산된 벼를 정곡으로 환산할 때 정곡 환산율 65%를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벼 100만 톤은 쌀 65만 톤으로 환산된다. 남한에서는 통상 72%를 적용한다. 북한에서 벼
를 연구하는 농업과학자나 협동농장 관계자들은 북한산 벼에 적용하는 정곡 환산율
65%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곡 환산율을 70%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판단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벼 생산량이 234만 톤일 경우 정환 환산율을 각각
달리 적용할 경우 쌀 생산량은 12만 톤의 격차가 있다.
옥수수도 문제이다. FAO는 2004년까지만 해도 옥수수에 대해서는 정곡 환산율 100%
를 적용하였다. 조곡과 정곡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옥수수에 대해
정곡 환산율 85%를 적용하였다. 옥수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면 15%의
중량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굳
이 정곡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옥수수는 중요한 식량자원이
며 주곡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9년 옥수수의 생
산량이 179만 톤일 경우 정곡 환산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25만 톤의 격차가 발생한다.
밀, 보리, 잡곡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할 때
지금까지는 이들 곡물에 대해 정곡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의 정곡 환
산율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이들 곡물의 정곡 환산율은 70% 내외이다.7)

(2) 텃밭 농사
북한에서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가옥에 텃밭이 딸려 있다. 농촌의 경우

7)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이 발간한 「양정자료」(2009. 2)에 의하면 옥수수의 정곡 환산율은
100%, 겉보리 59%, 쌀보리 68%, 수수 69%, 메밀 88%, 기장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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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0평 내외, 도시에는 10평 내외이다.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아파트 주변
의 빈 땅을 텃밭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통상 텃밭에다 채소 등을 심어 부식
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식량이 부족한 경우 감자, 옥수수, 콩 등을 심기도 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를 심어 시장에 팔기도 한다. 텃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추정
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텃밭의 규모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곡물을 어느 정도
심는지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농가 인구는 850만 명, 농가 호수
는 200만 호로 추정된다. 농가의 경우 호당 30평, 비농가의 경우 호당 10평씩 텃밭이 있
다고 정하면 전체 텃밭 면적은 32,000ha 정도가 된다. 이 중 곡물 재배면적을 75%라고
가정하면 텃밭의 곡물 재배면적은 24,000ha이다. ha당 곡물 수량을 3톤 정도로 계산하면
텃밭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물 생산량은 72,000톤이고 여기에 정곡 환산율 85%를 적용하
면 60,000톤 정도의 곡물을 생산하는 셈이 된다. 이는 FAO가 2008년 추정한 텃밭의 곡
물생산량 56,000톤(정곡환산량)과 큰 차이가 없다.

(3) 경사지 농사
경사지 농사란 협동농장이나 텃밭 등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이
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림이용반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경사지도
있고 개인이 산이나 하천 등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
서는 이를 통칭하여 ‘소토지 농사’라고 불린다.
문제는 소토지 농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
언에 따르면 소토지 농사는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량이 높다고
한다. FAO는 2008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사지 재배면적을 30만 ha, ha당 수량을 0.5톤
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소토지 농사 면적이 호당 100~1,200평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협동농장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2~3배는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소토지의 위치에 따라 수량 격차가 크게 날 것으로 짐작
된다. 대부분의 소토지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리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
지 않으며 농자재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높은 수량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비공식 경작지 면적을 7~30만 ha까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다. 호당 소토지 농사 면적을 평균 300평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농가가 재배하는 소
토지 농사 면적은 20만 ha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 당국은 경사지 농사를 강력하게 단속
하고 있으며 허용된 경사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토지에서 주로
경작하는 작물은 옥수수, 보리, 감자 등이다. 소토지 농사를 하려면 토지사용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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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이익이 남아야만 하므로 ha당 생산량은 그것을 시장가치로 환산했을 때 토지사
용료보다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토지에서 경작되는 작물의 ha당 평균 수
확량을 1톤으로 계산할 경우 20만 ha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생산량은 20만 톤이다.

(4) 재고량 또는 이월량
식량수급을 추정할 때 전 양곡연도에서 이월된 식량, 즉 기초재고량은 당년의 공급량
에 산입하고, 다음 양곡연도로 이월하는 식량은 공급량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기초재고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량수급을 추정할 때 재고량을 감안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 양곡연도에서 이월되는 식량과 다음 양곡연도로 이월하는 식량이 동
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식량수급 추정에서 재고량은 고려되지 않
게 된다.
남한의 경우 양곡 이월량이 200~300만 톤 정도이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10~15%를 차
지한다. 북한의 양곡 이월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특성을 감안
하면 대략 50만 톤 정도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전체 식량 공급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수입량
수입량은 식량의 공급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북한과 같이 식량 생산량이 수
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식량 수입량 통계
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수입 상대국 통계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
량을 북한의 수입량으로 삼는다. 이를 거울 통계라고 하는데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 발
표하는 통계가 정확하다면 수출입 시차로 인한 차이만 극복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 대북 식량 수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수
입량 통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주된 식량 수입국 대상국은 중국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에서 북한으로 이동되는 식량이 반드시 수출입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가 중국에서 구입한 식량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
다. 이 경우 상업적 교역과 지원을 엄밀히 구분하기란 곤란하다.
중국은 2009년 8월 이후 북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에 대해 일체의 통계를 발표하
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북중 사이에 이동되는 물품의 적정성에 관
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짐작된다. 통상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은 북
한이 중국에서 식량을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7월까지의 통계만을 이용하더라도
2009 양곡연도의 곡물 수입량 추계에 커다란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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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확한 수입량을 추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거울 통계조차 이용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 이러한 작업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6) 국제사회의 지원
북한의 식량 공급량 추계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체 식량 공급
량 중 국제사회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사
회의 대북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량을 알기 위해서는 각국 또는 지원단체가 발표하는 통계
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식량계획은 INTERFAIS(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전세계의 식량지원 동향을 집계하고 있다. 북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각국이 세계식량계획에 제출하는 통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지원량을 파악할 때 실제로 지원이 실현된 부
분(paid contribution)만은 감안해야 하며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commitment)까
지 포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흔히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개별 국가가 북한에 지원한 통계와 WFP가 지원한 실
적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는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bilateral assistance) WFP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지원(multilateral assistance)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지원 통계를 모
두 합산하게 되면 중복 계산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나. 소요량 추정
(1) 식용소요량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요라 하면 유효수
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의향과 지불능력을 함께 감안
한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식량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더라도 배급량 이상은 곤란하다. 최근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되면
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시장을 통해 부족한 양을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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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경우 수확 후 협동농장에서 분배하는 양에 따라 그들의 식량
수요가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식량 수요 대신 소요량을 추정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식량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주민은 1~9등급으로 분류된 배급량
만큼 구입할 수 있다.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갓난아기(9등
급)부터 중노동자(1등급)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직업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
라 1일 배급량이 분배되었다.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일 배급량의 일정 부분
만을 배급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배급 등급별 인구수가 정확히 산정되어 있다면 식용 식량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
할 수 있으나 이런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같은 자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얼마나 배급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떄문에 정확한 식량 소요량을 파악하기는 힘
들다. 따라서 대안으로 1인당 평균 식량 소요량에다 인구수를 곱하면 전체 주민의 식량
소요량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
기 위해서는 1인당 1일 2,130 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권장한다. 이는 열량만을 고려한
것이며 영양성분까지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처럼 식량사
정이 열악한 경우 정상적인 식품 섭취가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도의 열량을 제시한다. 1
인당 1일 섭취해야 할 최소한도의 열량은 정상 열량의 75%인 1,600 kcal이며 이를 곡물
로 환산하면 연간 167 kg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수이다. 평균적인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정확한 인구가 있어야 연
간 필요한 곡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북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집계된 것은
1993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1993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당해 연도의 중간 시점 인구를 추정하여 식량 소요량을 파악하였다. 이 방식에
의해 추정된 북한의 인구는 2,350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15년 만에 북한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 당
시의 인구는 2,40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2,350만 명과는 50여 만 명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08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시점인 2010년 7
월 1일 인구를 추정하여 2010년의 식량 소요량을 추정하였다. 곡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
하는 열량에 차이가 있으며 곡물 이외의 식품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이 일부 존재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최소소요량 기준의 열량을 기초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는
무시하였다.

(2) 사료용 수요
남한의 경우 사료용 곡물 수요는 축종별 사육두수에다 축종별 사료 소요량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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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축종별로 정확한 가축 사육두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곡
물 사료보다는 조사료 등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
다. 북한의 가축 사육두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는 FAO와 WFP가 북한의
농업성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2008년 특별보고서이다.8)

표 6. 북한의 축종별 가축사육두수
축 종

가축 사육두수(천 두(수))

연간 곡물 소요량(2008년)

2004년

2008년

소
돼지
양

566
3,194
171

576
2,178
167

827
354
-

476
771
-

염소
토끼
닭
거위
오리

2,736
19,677
18,729
5,189
1,580

3,441
26,467
14,071
5,878
1,477

30
6
6

422
35
9

-

-

-

1,713

합 계

두(수)당 소요량(kg)

총소요량(천톤)

주: 남한의 곡물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되 배합사료 중 옥수수 비율을 70%로 가정함. 소는 한우 번
식우 기준. 돼지는 비육돈 100%, 연간 회전수 2회 적용. 닭은 산란계와 육계 비율을 각각 80%,
20% 적용하되 연간 회전율은 산란계 1회전, 육계 5회전, 거위와 오리는 닭 산란계의 20% 적
용. 양, 염소, 토끼는 곡물 사료 소요량 감안하지 않음.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Dec. 8, 2008.
통계청, 「2008년 축산물생산비」, 2009.6.

북한에서 사육하고 하고 있는 가축의 사료급여량을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남한의
기준을 적용하되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곡물 사료 소요량만을 추정하면 연간 171만 톤
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북한은 통상적인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대신 음식 잔반이나 조
사료 급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 거위, 오리의 경우 대부분 조사
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3) 가공용 수요
가공용 곡물 수요란 밥이나 죽 이외 가공식품이나 주정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곡물의
수요를 말한다. 가공식품 중에는 떡, 면, 죽, 라면, 술, 과자, 빵, 식혜, 고추장, 된장, 식용
8)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Dec.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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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두유, 수프, 순대 등이 있다. 남한의 경우 2008년 전체 양곡 수요 중 가공용 수요가
20%를 차지한다. 가공용 중 용도별로는 식용 84%, 양조용 11%, 공업용 등 5%로 구성된
다. 북한은 남한과 식생활 패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가공용 곡물 수요는 남한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수확 후 감모
수확 후 감모(Post Harvest Losses)는 가장 추정하기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이다. 수확
후 감모란 논이나 밭에 있는 농작물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감모되는 양을
말한다. 조리 과정이나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확 후 감모는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로 나눌 수 있다. 양적
감소는 논밭에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협동농장으로 운반, 탈곡한 다음 양정수매성이
관리하는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율을 FAO에
서 5~8%로 추정한다.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로 인해 감모가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은 수송 수단
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농작물을 논밭에 1~2개월 씩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비로 인해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부패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대부분의 질적 저하는 양정수매성이 관리하는 창고에
곡물이 입고된 이후 발생하게 된다. 창고 시설이 열악하고 양곡 관리가 허술하여 쥐나
곤충에 의해 양적 질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창고
가 물에 침수되거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기도 한다. 곡물을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코자 하는 곡물의 수분 함량을 일정 비율 이하고 낮추어야 하며 수분함량
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창고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감모가 발생한다. FAO는 북한의 수확 후 감소 비율을 생산량의
15%로 추정한다. 수확 이후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의 감모를 5~8%로 잡고 있으며, 창고
입고 이후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감모를 7~10%로 추정된다.
남한의 경우 수확 후 감모를 3% 이내로 추정한다. 과거 남한도 감모가 10% 이상 발생
한 적도 있었으나 수확 기술과 장비의 발달, 보관시설의 개선, 양곡관리체계의 개선 등
을 통해 꾸준히 감모율을 줄여왔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수확 후 감모율이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에서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을 도입할
때 감모를 축소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감모를 줄이는
일은 그만큼 증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확 수 감모를 축소하는 노
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확 이후의 모든 과정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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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UNDP)은 2010년 북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6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UNDP는 북한의 곡물 수
확량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사업도 FAO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 시장의 곡물 가격
주민의 식량안보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의 곡물 가격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
급을 받는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화폐교환 직전 쌀의 시장가격은 배급가격의 50배나 되었다. 100:1 화폐교환 이후에도 쌀
의 배급가격은 새 화폐로 kg당 44원, 옥수수 26원으로 액면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쌀 배급가격이 실질적으로 100배 오른 것과 같다.
화폐교환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시장을 과거의 농민시
장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곡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화폐교환 직전 kg당 시장의
쌀 가격이 2,000원 내외에 형성되었으나 화폐교환 직후인 2009년 12월에는 새로운 화폐
가격으로 40~50원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가격이 유지되다가 2010년 새해 들어 최근에는
kg당 300원까지 치솟고 있다. 식량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추세이다. 현재의 쌀 시장
가격을 배급가격과 비교하면 6~7배 정도로 화폐교환 이전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쌀 가격 상승 추세를 보면 앞으로 쌀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
을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화폐교환과 시장 단속으로 인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가격도 비정상적
으로 형성되고 있어 주민들도 매우 혼란스럽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매우 빠
르게 변화하고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는 시장의 곡물 가격
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교환 이후 명목 임금은 이전과 크게 달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실질 소득이 100배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증대되었다. 이는
시장의 곡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곡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연
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더구나 북한 당국이 중국 등지로부터의 곡물 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 당국이 시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국영 유통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
격으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는 오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국이 식량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거
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통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시점이란 춘
궁기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여름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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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늦추어질 수 있다.

(6) 주민 소득
주민의 소득은 식량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식량은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요에 대
한 소득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소득이 일정 비율 상승하였을 때 식량 수요는 소득 상승
률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는 반드시 그
렇지 않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이 상승하면 상당 부분까지는
식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옥수수나 잡곡
에 대한 수요보다는 쌀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거나, 옥수수나 잡곡 수요는 감소하고 쌀
수요는 증가하는 대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식량 소비 수준이 어떤 상
태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식량의 절대 소비가 낮은 가구의 경우는 전자가 될 것이
고 식량 소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가구라면 후자에 해당된다. 전자에 속한 주민의 수
는 전체 주민의 1/3, 후자에 속한 주민의 비율도 1/3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1/3은 농가로 이들은 수확 후 협동농장으로부터 식량을 직접 분배 받기 때문에 식량 수
요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화폐교환 이후에도 명목 임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른 물가가 화폐교환
비율만큼 조정되고 명목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 임금이 100배 상승한 것과 마
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가는 화폐교환 비율보다 낮게 조정되었다. 쌀
의 경우처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품목이 있는 반면 돼지고기처럼 화폐교환 비율과 유
사하게 조정된 품목도 있다. 따라서 명목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실질 임금의
상승효과는 화폐교환 비율에 비해 훨씬 낮다. 문제는 현재 조정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
될 것인가이다. 화폐교환이 단행된 지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품
목은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직은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어느 정
도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임금과 시장가격 하에서 대부분의 주민은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 임금 상승효과가 유지되는 한 이전에 비해 식량 수요는 더욱 증
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의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폐교환으로
인한 실질 임금의 증가 효과가 상쇄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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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식량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 확대와 자체 식량공급 능력의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은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자체 식량공급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곡물 재배면적의 확대, 영농자재
의 공급 증대, 기술개발, 농업관리체계의 개편이 주된 수단이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수단 모두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이 자체 식량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려면 농자재 투입의 증대와 농업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관리체계
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중 단기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농자재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일
이며 그 중에서도 비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FAO가 밝힌 대로 2009년
은 1989년 이후 20년 동안 비료를 가장 적게 사용한 해였다. 최근 북한이 비료공장의 개
보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국내 비료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비료의 양은 소요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비료를 추가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
건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비료 지원 재개 여부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북
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에서 탈피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주체농법이 좀 더 융
통성 있게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농업생산성 향
상을 위해서는 주체농법이 바뀌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집단영농에서 가족
영농 제도로 농업관리방식을 전환하는 일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것이 현실화되면 영농자재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30% 정도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
다. 그렇지만 이는 체제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식량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무역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데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후 무기류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메워오던 것도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 등지에서 매년 20만 톤 내외의 식량을 수입
하고 있다. 과거의 식량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외환 부족 때문에 식량 수입 능력에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식량 지원을 받는 일이다. 무상 지원이건 유상 지원이건 100만 톤 정도의 식량지
원만 받는다면 당장의 식량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과거 2000년 대 초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이 중에
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에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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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 지원하여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의 무상지원이 동
시에 중단되었다. 현재의 국제관계에 비추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
이다. 북한이 6자 회담의 틀 속에 편입되어 핵문제 및 미사일 발사 등 정치·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이 식량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
와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