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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부

족으로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위기를 겪었다. 북한의 식

량위기의 주원인으로는 토지 생산성의 악화, 즉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의 문제다. 토지황폐화는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성

(Complex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은 토지황폐화에 대한 연구

를 어렵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다행위자시스템

(Multi-Agent System)이 활용되고 있다. 다행위자시스템은 인간

과 자연시스템을 대표하는 행위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모형이다. 다행위자시스템은 이를 통해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황폐화의 생태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모의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나, 북한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의 토지

황폐화의 영향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모의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추정함으로써 토지황폐화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 구축에 앞서 연구 방법론인 다행위자시스템과 북한 토지황폐

화의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행

위자시스템을 적용한 최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LUDAS 

Framework가 북한의 자연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의 

토지황폐화 경향 분석을 통해서 북한 토지황폐화의 주요인은 농업

정책의 실패, 고립으로 인한 경제난, 자연환경 조건의 근본적인 취

약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미래환경 변화의 요인은 



농업정책의 변화, 대외관계의 변화(식량지원), 기후변화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었다.

다행위자시스템의 모형은 자연환경시스템, 인문환경시스템, 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지역은 평안남도 일원으로 

선정하였다. 자연환경시스템은 생·물리적 토지황폐화 모형과 경제

적 토지황폐화(식량생산)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인문환경시스템의 

행위자는 자료 구득의 한계 및 의사결정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단위로 구성하였으며,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토지의 노동력 배분 

전략과 토지 이용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는 

토지이용 정책 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식량지원 시나리

오로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연구 특성상 연구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고 자

료구득이 어려워 모형구축과 모의결과의 해석에서 많은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축된 다행위자시스템의 모형을 기반으로 

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를 모의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한 미래환경 변화 요인 중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

화 경향 변화에 끼치는 강도는 식량지원, 기후변화, 토지이용 제한 

정책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저감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

내는 결과이다.

둘째,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토양 질 지

표와 식량 생산량의 변화의 양상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모형 설계

상의 오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해석



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이 결과

를 해석한다면, 이 연구에서 가정한 북한의 미래환경 변화의 대응만

으로는 북한 토지황폐화를 저감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

며, 이 모형에서 가정하지 않은 경제체제의 개혁 등의 추가적인 대

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토지황폐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어떤 시나

리오에도 토지황폐화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나타났

다. 이는 토지 황폐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결과이며, 향후 북한에 대한 토지황폐화 저감 정책 수립 시 공간

적·계층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나타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북한 토

지황폐화의 미래 양상과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과 모의 결과는 확인한 북한 토지황폐화의 미래 양상과 

취약성은 향후 북한의 토지황폐화 저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토지황폐화 저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토지황폐화, 북한, 다행위자시스템, 식량생산

학  번 : 2007-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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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

부족으로 일명“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 당

시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식량위기로 인해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Natsios, 1999)1). 이러한 극도의 식량위기를 초래

한 원인으로는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권의 붕괴와 같은 대외 요

인과 1990년대 중반의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등이 제기되지

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다락밭2) 개간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

한 토지생산성의 악화가 그 원인으로 제기된다.

북한의 식량위기의 주원인으로 여겨지는 토지생산성의 악화 문제

는 1960~70년대의 기록적인 아프리카 사헬 지역 대기근으로 인해 

이슈가 되기 시작한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이슈의 주요 사

례이기도 하다. 토지황폐화는 자연환경 및 인간의 영향으로 토양 침

식, 토양 염류화, 장기간에 걸친 자연 식생과 생물다양성의 저하 등

에 의해 토지가 생·물리적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Eswaran et al., 2001, Adeel et al., 

1) Natsios(1999)의 기근에 의한 사망자 추정치는 가장 극단적인 추정치로서, 기근의 
범위 설정, 추정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있으며, 공식 통계치를 통해 환
산하는 경우 25만~69만 명 수준이며(이석, 2004b), 가장 최근의 추정치(2013년)로
는 약 61만명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http://www.emdat.be/) 

2) 산비탈 밭에 계단을 쌓아 만들어진 수평 또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밭. 북한은 
1960년대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다락밭을 개간하여 경지 면적을 늘리고자 하였다
(공우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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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afriel, 2007; Vogt et al., 2011; Le et al., 2012). 대체

로 토지황폐화의 개념은 건조 또는 반건조지의 사막화와 토양침식, 

식생의 감소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 왔으나(UNCCD, 1996), 현재는 

온대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의 토양 침식과 자연환경의 악화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Nkonya et al., 2011).

토지황폐화의 영향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부터 소규모의 마을 단

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매년 1,200만 

ha의 토지가 토지황폐화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으며(UNEP, 2010), 

사막화를 포함한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물적 손실이 연간 총 5,000

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Pimentel et al., 1995; 

Balmford et al., 2008). 이러한 토지황폐화의 문제는 자연적인 과

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간의 부적절한 토지 이용이 주

요 원인으로 제기된다(Eswaran et al., 2001). 특히 인간의 영향에 

의한 기후 변화는 토지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황폐화는 미래에도 중요한 환경 문제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Eswaran et al., 2001).

토지황폐화를 저감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설립(1996)되

어 UNC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왔고, 

TerrAfrica, DesertNet International 등 지역적 단위의 노력, 각 

국가 및 하부 단위의 노력 또한 있어 왔다(박수진 등, 2013). 하지

만 토지황폐화 저감 노력들은 여러 차원에서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박수진 등, 2013). 특히 토지황폐화의 원인과 결과, 변화상황에 대

한 과학적 명확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부분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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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Adeel et al., 2009),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증적인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ynolds et al., 2011).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접

근의 한계로 문헌 자료와 위성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토지황폐화의 

과거와 현재의 경향 파악에 치중되었다. 토지황폐화의 요인과 프로

세스에 대한 추정은 대체로 파악된 경향을 이용한 유추의 방법에 

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장에서 언급하였

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토지황폐화의 각 요인들의 효과와 상호작

용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으며, 통계자료와 위성영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래의 토지황폐화의 경향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2012. 12)와 핵실험(2013. 2)등과 

이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정세

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약한 자연환경 조건 

하에 있는 북한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강한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MLEP.DPRK, 2012). 이러한 북한의 사

회경제·자연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요인들에 영향을 끼

쳐 양상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환경 

변화와 토지황폐화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미

래환경 변화의 영향에 따라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양상이 어떻게 변

화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토지관리(Sustainable Land Management)가 환경문

제 해결의 도구로 주목받으면서, 그리고 지표시스템(Earth 

System)에서의 미래의 토지이용 또는 토지피복에 대한 과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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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에 대한 모델링 기법

(Land-Use and Cover Change Modelling, 이하 LUCC 

Modelling)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Veldkamp and Lambin, 2001). 

LUCC Modelling 기법은 토지황폐화의 주 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미래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황폐화에 대한 미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성

(Complexity)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Le et al., 2008). 또한 토

지황폐화 문제는 사회경제적 또는 자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

혀 있는 문제로서, 이들 개개의 요소들은 서로 다른 임계점을 가진 

비선형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Reed et 

al., 2011; Reynolds et al., 2007). 

최근 LUCC Modelling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비선형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활용하고 있다(Parker et al., 2003; Moncitino et al., 

2007). 다행위자시스템은 인간과 자연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개별적인 행위자로 규정하고, 각 행위자들의 상

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표현상의 변화를 모의하는 도구이다

(Parker et al., 2003). 다행위자시스템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현

을 통해서 현실의 복잡성, 적응, 창발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타 모형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Parker et al., 2003). 이러

한 강점을 바탕으로 토지황폐화 문제와 연관된 LUCC Modelling 

분야에서도 최근 다행위자시스템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세부 

내용 2장 1절 참조).

다행위자시스템을 포함한 LUCC Modelling 방법론은 토지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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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인을 추출하고, 미래의 변화양상을 제시할 수 있어 북한 토

지황폐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 특히 다행위자시스템은 접근의 어려움

과 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문제에 관한 접근이 용이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문제를 접근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토지황폐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

로 다행위자시스템의 적용이 요구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다행위자시스템을 적용하여 북한의 토지황폐화를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 토지황폐화의 미

래 양상에 대해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북한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주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토지황폐화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와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선정된 요인을 기반으로 다행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측되

는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토지황폐화 영향 추정 모형을 구축

한다.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다행위자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토지황폐화 영향 추정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한다.

셋째,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미래환경 시나리오에 기

반한 북한의 토지황폐화 영향을 모의하고 이를 분석하여 북한 토지

황폐화의 요인과 프로세스, 취약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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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성·강

점·사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

화 경향과 주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다행위자시스템의 틀과 북한 토지황폐화의 주요 요인을 추출

하였다.

3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주요인을 바탕으로,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한 미래환경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북한 토

지황폐화 영향 모의 모형의 구축에 대해서 다뤘다. 전반적인 모형의 

구성에서부터 모형의 연구지역 및 연구 자료, 세부적인 모형의 구성

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구축한 모형을 기반으로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영향을 

모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북한 토지황폐화 모의 결과는 전역적인 

토지황폐화 양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토지황폐화의 취약지

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토지황폐화의 미래 경향

과 취약점,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5장에서는 2장과 3장, 4장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으며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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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대한 다행위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

형 구축의 방법론인 다행위자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북한

의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요인에 대한 연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다행위자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

되며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대한 선행 연구와 

자료를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대한 경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 요인에 대해서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맞는 다행위자시스템 모델을 

선정하고 주요한 변수와 시나리오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1. 다행위자시스템

이 절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서 소개하고, 다행위자시스템이 다른 기법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을 

설명하며, 토지황폐화 문제의 적용 사례를 정리하여 이 연구에 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성

다행위자시스템은 개인 행위자(Human-agent)와 환경

(Environment)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Parker et al., 2003; Le, 2005; Le et al., 2008)(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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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그들의 현재 상태, 혹은 다른 행위자의 현재 상태, 혹은 

현재 환경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적응적 행동을 보인다

(Railsback and Grimm, 2009). 환경은 행위자들이 행동하는 공간

을 의미하며, 어떠한 모형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모형에 대입되는 환

경은 달라진다(Le, 2005). 상호작용은 다행위자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상호작용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Biophysical interactions), 의사소통을 통해서(Interactions 

by communication) 또는 환경을 매개로(Interactions mediated 

by the environment)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Le, 2005). 구성요

소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성

* 출처 : Complex Science for a complex world, 재구성

        (http://epress.anu.edu.au/cs/mobile_devic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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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행위자(Human Agent)

시스템에서의 행위자는 실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모의하는 행

위자는 인간계에서의 개인, 가구, 국가 등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연계의 동물이나 식물 또한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Gilbert 

and Troitzsch, 1999; Le, 2005). 행위자는 다행위자시스템의 목

적과 시스템의 경계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6). 

다행위자시스템 내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내부 상태와 외부 환경을 

인지하며, 이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Railsback and Grimm, 2010). 다행위자시스템 

내에서의 행위자는 서로 이질적(Heterogeneous)이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력(perceptive)을 가지고 자발적(Autonomous)으로 행동

하며, 환경과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interaction) 

또는 반작용(Reactive)의 행태를 보이고,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처하며(Proactive), 적응(Adaptive)의 양

태를 보여야 한다(Le, 2005).  

(2) 환경(Environment)

다행위자시스템에서의 환경은 행위자들이 위치하고 행동하는 시스

템 공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시스템이다(Wooldridge, 2010). 다행위

자시스템에서의 환경은 물리적 공간을 바둑판 모양으로 간단하게 만

든 격자(lattice)형 공간, 이 격자에 지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

리정보를 반영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형 공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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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형 시스템 공간으로 설계된다(Gilbert and Troitzsch, 2005; 윤

영수·채승병, 2006). 다행위자시스템에서의 환경은 단순히 행위자

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정보를 가지고 행

위자 혹은 환경의 다른 요소, 외부요소 등과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2-2). 

<그림 2-2> 다행위자시스템의 환경 Layer의 사례

(3) 상호작용 및 외부정책의 효과

앞서 언급한 대로 상호작용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간에 이루

어지기도 하고(Biophysical interactions), 행위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Interactions by communication) 또는 행위자들이 환경을 

매개로(Interactions mediated by the environment)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Le, 2005).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은 시스템 내의 환경과 행위자간에서

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스템 외부의 정책요인과의 상호작용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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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다행위자시스템은 다양한 토지이용에 

관련된 정책을 모의하여 최적의 정책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Le et al., 2008). 이를 위하여 다행위자시스템에서는 각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정책을 설정한다. 외부정책은 다행위자시

스템 모형에 전역적(global) 변수로 각 행위자와 자연환경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설계한다. 외부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함으로써 정책대안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다행위자시스템의 강점

토지이용변화와 토지황폐화 문제에 대한 LUCC Modelling는 사

회경제적 요인과 자연적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

의 원인을 찾고 미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Le 

et al., 2008). 기존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모형으로 통

계기반, 수식기반, 베이지안 네트워크, 시스템 다이나믹스, 진화 모

델, 세포자동자 모형, 행위자 기반 모형 등이 있다(그림 2-3). 

하지만 기 개발된 기법들은 토지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파악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의 정확도도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Verburg et al., 2002; Le et al., 200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계기반 모형 및 수식기반 모형의 경우 대체로 과거 자료를 이용

하여 경험식(통계기반, 수식기반) 또는 데이터 구조의 연결(시스템 

다이나믹스)등의 규칙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과거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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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여 왔다(Parker et al., 2003). 진화 모형과 세포자동자모형

은 통계 기반 모형에 비해 동적인(Dynamic) 현상이 잘 반영되지만 

행위주체로서 인간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었다(Kaimowitz and Angelsen, 1998). 

<그림 2-3> 다행위자시스템과 타 LUCC Modelling간의 비교

* 출처 : Heckbert el al.(2010)

다행위자시스템은 기존의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이

다. 다행위자시스템은 나타나고 있는 자연과 인간시스템간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 가능하고, 실제 행위자들 간에 나타나는 공진

화(Co-Evolution), 창발현상(Emergence)3)들을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유연한 모델구조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행위자 혹은 요

인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Le et al., 

2008).

3) 환원된 부분으로부터 유추하기 어려운 특성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함
(윤영수·채승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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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황폐화와 관련한 다행위자시스템의 사례

다행위자시스템은 자연환경 및 자원관리 문제(Natural-Resource 

Management), 농업경제(Agricultural Economics), 고고학

(Archaeology), 도시연구 등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Parker et al., 2003). 이 중에서 

토지황폐화의 프로세스 및 정책대안과 연관된 연구 중 최근(2000

년 이후) 연구이며 적용사례가 다수인(2건 이상의 연구 논문) 연구

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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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다행위자시스템의 사례

연구명(연구자) 연구지역 사용한 toolkit 행위자 자연환경 시스템 특징

LUCITA(Lim 

et al.,2001; 

Deadman et 

al., 2004)

브라질 

아마존 

Altamira일원 

Swarm 가구(농부)

KPROG2(토양

의  구성성분 

예측 회귀모형)

(Raster로 

구성) 등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마존 일대의 

산림파괴에 대해 다룸

- 농업개간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의 시

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토

지이용의 변화와 산림파괴가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LUCIM(Hoff-

mann et 

al.,2002; 

Evans and 

Kelley, 2004)

미국 

인디에나 주 

중부

범용  

프로그래밍 

툴킷(C++)

토지보유자

농장,  산림 등

(Raster로 

구성)

- 미국의 과거 산림지 황폐화 경향에 대

한 분석이 중심이 됨

- 행위자들은 농산물 가격과 세금에 큰 

영향을 받으며, 주로 급경사지에서 산림

복원이 주로 일어남

CORMAS(Pu-

rnomo et al., 

2005; Trébuil 

et al., 2005)

印尼  

칼리만탄, 

태국 북부 

고지대(소유

역 단위)

범용  

프로그래밍 

툴킷(UML)

다양한 속성

을 가진 농

부 개인 

토양침식,  작물 

생산, 시장가격 

모형 등

(Polygon 형태)

- 열대기후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산림지

황폐화를 주로 다룸

- 농부가 보유한 토지의 규모와 경사도, 

작물 등을 설정하여 이들의 영향을 비교

LUDAS (Le, 

2005; Le et 

al., 2008; 

Miyasaka et 

al., 2012)

베트남  

홍하, 중국 

내몽골 

등(소유역 

단위)

NetLogo

다양한  직

업을 가진 

가구

식량생산,  

토지황폐화, 

토양복원 등

(Raster로 

구성)

- 다양한 기후지역에 적용

- 행위자들의 교육수준 등에 대해서 반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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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CITA(Land-Use Change In The Amazon) 

Simulation System

<그림 2-4> LUCUTA 모형의 구조

* 출처 : Lim et al.(2001)

Lim et al.(2001)과 Deadman et al.(2004)에 의해 구축된 

LUCITA 시스템은 Brazil의 Altamira 일원의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토지이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환경수용력(Carrying Capacity)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1880년대 천연 고무 플렌테이션 개발 등으로 적

극적으로 개발 및 이로 인한 파괴가 시작되었고, 특히 2차 세계 대

전 이후의 적극적인 아마존 개발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리더의 등

장과, 1960년대의 개발독재 때부터 건설한 아마존 횡단 고속도로

(Transamazon Highway)의 건설은 파괴를 가속화시켰다. 연구지

역인 Altamira 일원도 개발에 강한 영향을 받아, 1971년 Altamira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때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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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되어 갔으며(초기 정착인원 1,000여명, 1990년대에는 

85,000명이 정착), 개발의 방향은 주 고속도로와 이와 직각으로 만

나는 5Km 간격의 간선도로의 방향으로 뻗어가는 "Fishbone 

Pattern"을 띄었다. 이러한 Altamira의 개발의 경향과 이에 따른 자

연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시스템 구축

의 목적이다.

이 모형은 Object-C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Swarm으

로 구축하였다. 연구지역은 개개의 셀이 100ha이 236개로 이루어

져 있다. 자연환경시스템은 Fearnside(1986)이 개발한 아마존 일

원의 Slash-burn과 그 이후 농업 개발에 따른 토양의 질(질소의 

양)의 변화를 추정하는 KPROG2 다중회귀 모형으로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행위자는 자연환경시스템에서 추정된 토양의 질과 주요 간

선도로의 위치와 같은 환경정보, 노동력 등과 같은 행위자의 고유 

특성, 세금 등과 같은 외부환경 정보에 영향을 받아 토지이용 전략

을 변경한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은 1년 단위로 총 40년간이 구

동된다. 

Lim et al.(2001)은 이렇게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토지 개간 

우선순위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역의 토지이

용과 생태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행위자는 개

간 등을 통해 파괴되어 이차 천이(Secondary Succession)가 가장 

오랜 기간 발생한 토지를 우선 개간하고, 초지와 나지의 개간을 그 

다음 순위로 하고, 원시림을 가장 마지막 순위로 개간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행위자는 원시림을 가장 먼저 개간하고, 초지와 나지

의 개간을 그 다음 순위로 하며, 이차 천이가 덜 이루어질수록 먼저 

개간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의 구동은 하나의 행위자의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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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체 행위자의 스케일(경관 단위)로 나누어 구동하였다. 그 결

과, 각 시나리오마다 주로 진행되는 농업 방식 등에서의 차이는 있

었지만, 어떤 토지이용 전략을 수행하여도 이 지역의 생태 파괴의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2) LUCIM(LandUse Change In the Midwest) Model

Hoffmann et al.(2001)은 미국 중부 인디애나 주를 대상으로 하

여 이 지역의 산림 황폐화/복원을 모의하는 다행위자시스템으로 

LUCIM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지역인 중부 인디애나 주는 

18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정착민

들의 잘못된 토지이용으로 1900년대에는 90%의 산림이 사라졌고 

이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생산성도 현저하게 저하되었다(Parker et 

al., 2008).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 20%의 산지가 복구되는 등 

산지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형은 중부 인디애나지역의 산

림지 황폐화와 복원을 중심으로, 산림파괴와 복원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모의해 보기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의 시간스케일은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200

년간이다. 행위자들은 각각의 토지보유자로 설정되며, 행위자들은 

세금 등 외부 요소에 따라 산지를 농지로 개간할지, 농지를 버릴지 

등의 전략을 결정한다. 또한 자연환경시스템은 Raster 형태의 토지

이용, 경사도 등의 지리정보로 구축되어 있다. 

이 모형의 구동 결과 행위자들은 농산물 가격과 세금에 큰 영향을 

받으며, 주로 급경사지에서 산림 복원이 주로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

었다. 이는 경험적인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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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MAS(Common Pool Resources and Multi-agent 

System)

<그림 2-5> CORMAS 모형의 구조

* 출처 : Trébuil et al.(2005)

공유자원과 다행위자시스템으로 해석이 되며, 재생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모의 도구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Purnomo et al.(2005)에서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의 산림관리

지역을 설정하였을 때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을 모의하는데 이 모형이 사용되었으며, Trébuil et al.(2005)

는 태국 북부 고지대의 한 소유역을 선정하여 다행위자시스템을 적

용하여 다양한 작물의 재배 또는 상품 작물의 재배와 강우, 경사도

가 토지황폐화의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를 이 모형을 이용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 중 Trébuil et 

al.(2005)의 연구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에서 행위자는 각 농부들로 정의된다. 농부들은 각자 다른 

속성(나이, 자금, 땅의 보유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속성정보를 가지

고 있으며, 경사도가 높은 작은 땅에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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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A), 중간 규모의 집단으로 한 종류의 식량 작물(쌀, 옥수수 

등)을 심는 집단(집단 B),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큰 땅에서 

다양한 경작활동을 하는 집단(집단 C)으로 나뉜다. 자연환경시스템

은 각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이 토지는 각 행위자 개

개의 속성과 작물들의 시장가격, 강우 등에 의한 행위자의 행태 변

화와 강우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등의 영향으로 침식량, 수확량 등

의 변화가 나타난다. 외부 요인은 강우, 시장 가격 등이 있다. 모형

은 하루 주기는 하루이다. 

27년을 주기로 모형을 돌려 보았을 때 각 집단이 경작하는 토지

의 토양침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는 경사도가 높은 작은 

땅에서의 경작지가 더 토양침식 피해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이들이 단위 면적당 토양침식량이 더 많았지만, 실

제로 유역 내에서의 토양침식 피해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다는 상

식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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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UDAS(Land-Use Dynamic Simulator)

LUDAS는 소유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산지관리 정책이 지역

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는 다행위자시스템이다(Le et al., 2008). 

LUDAS는 Le(2005) 및 Le et al.(2008)에 의해 베트남의 홍하

(Hong Ha)유역에 적용된 이후 다양한 지역에 적용되었다. 

<그림 2-6> LUDAS 모형 구성의 사례

* 출처 : Le et al.(2008)

LUDAS는 다행위자시스템의 행위자, 환경, 상호작용을 4가지 부

분으로 구성하였다(그림 2-6). 첫째, 행위자와 행위자의 의사결정 

절차를 정의하는 인문환경 시스템(Human System)이다. 인문환경 

시스템에서 행위자는 주로 가구(household)로 정의되며 직업 등으

로 행위자의 집단이 다양하게 구분된다. 행위자들은 각자의 지식과 

시야, 기본 속성에 따라 토지이용을 수행한다. 둘째, 환경 및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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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변화가 설정된 자연환경시스템(Landscape System)이다. 

자연환경시스템은 환경을 나타내는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격자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LUDAS의 자연환경시스템이 다른 다

행위자시스템의 환경 요소와 차별적인 것은 환경에 대한 요소 하나

하나 또한 행위자(Agent)로서 기능한다는 부분이며, 따라서 

LUDAS의 자연환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격자들은 행위자 및 외부 

정책요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동적으로 변화한다(Le, 2005). 

셋째, 외부 정책요인이다. LUDAS에서는 정책이 지역에 끼치는 영

향이 중요하며, 따라서 외부 정책요인이 모형의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로 반영되었다. 외부정책요인은 연구지역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심

과 관련된 주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비교, 평

가할 수 있다. 넷째, 모형의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다. 

LUDAS의 사례들 중 최근 연구이며 토지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

는 지역에 LUDAS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Miyasaka et 

al.(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

한 경사지 토지 전환 프로그램(SLCP, the Sloping Land 

Conversion Programme)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국 내몽골지

방을 대상으로 LUDAS를 적용하였다. 모형의 구성은 일반적인 

LUDAS 모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식

량생산량, 토지황폐화, 토양 복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모의 결과 

SLCP 정책의 효과와 더 좋은 토지황폐화 저감 방안을 위한 방안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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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성, 다행위자시스템의 강점, 다행위

자시스템의 토지황폐화 연구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행

위자시스템은 인간 행위자, 행위자가 활동을 하는 환경 및 상호작용

으로 구성된다. 또한 다행위자시스템은 타 LUCC 모델링보다 현실

의 복잡성과 비선형성의 반영에 용이하고 모형 구축에 유연성이 있

는 강점이 있다. 

토지황폐화와 관련한 LUCC 모델링 분야에서는 다행위자시스템의 

특징과 강점을 바탕으로 LUCITA, LUCIM, CORMAS, LUDAS 등

의 Framework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북한에 적용

하기에 알맞은 Framework는 LUDAS로 판단하였다. 첫째, 북한에 

맞는 자연환경 조건(기후, 지형) 때문이다. LUCITA는 브라질 아마

존 일원의 개간과 관련한 토지황폐화 모의에만 한정된 연구이며, 

CORMAS 또한 인도, 태국 등 동남아사아 열대우림 지역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는 등, 북한에 적용하기에는 기후조건에 맞지 않는 모형

이다. 또한 LUCIM은 미국 인디애나 주 중부 대초원을 기반으로 하

고 있어, 산지가 많은 북한의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반면 LUDAS는 다양한 기후 및 지형 조건에 적용 가능하고, 특

히 베트남 홍하, 내몽골, 한국(평창) 등 실제 다양한 기후 및 지형 

조건에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의 적용이 용이하다. 둘

째, 상대적으로 최신의 다행위자시스템 연구 기법이다. 다른 연구와

는 달리 LUDAS는 극히 최근까지 토지황폐화 연구에 적용되어 왔

다(Miyasaka et al., 2012). 셋째, 모형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다. 다른 모형들은 범용 프로그래밍 툴킷(C++, UML)이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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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한 모형 제작 프로그램(Swarm)을 기반

으로 작성하여 모형 구축이 어렵지만, LUDAS 구축에 사용한 

Netlogo는 다행위자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용 도구로써 어려운 프로

그래밍 기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개발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 따

라서 북한 토지황폐화에 대한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축에는 LUDAS

의 Framework를 사용하여 구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LUDAS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료 구득의 문제, 특히 행위자의 행동 및 의사 결정과 

관련된 자료 구득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LUDAS 뿐만 아니라 타 다

행위자시스템은 설문조사,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행위자들

의 의사결정 규칙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행위자를 가구로 지정한 

LUDAS의 틀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다. 북한은 현재도 사회주의 협동농장 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

며, 따라서 가구는 토지이용을 바꾸는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범위와 행위자의 의사 결정 요소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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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토지황폐화 경향 및 요인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다행위자시스템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한 결

과, 북한에는 LUDAS Framework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절에서는 LUDAS Framework에 적용할 세부 모형 및 

자료 구축을 위해 북한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요인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는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공우석, 2006). 그 중에

서 토지황폐화에 대한 연구는 지표환경에 관한 연구로 현장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연

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민부 등, 2006). 따라서 북한의 토지

황폐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위성영상이나, 지형도 등을 활용한 거시

적인 차원의 생·물리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북한의 토지황

폐화에 대한 연구를 구분하면 크게 산림지의 분포나 양적 변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식통계 등 일부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식

량생산 추정을 통한 간접적인 토지황폐화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원인

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토지황폐화의 주요인

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생·물리적 토지황폐화 경향과 원인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산림지황폐화)에 대한 연구는 위성

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여 산림황폐지의 양

과 분포를 추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표 2-2). 그 외의 연구로는 

지형분석 및 토양침식 추정기법을 활용한 연구 등이 있다(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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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민부 등, 2003). 

(1) 토지황폐화 및 산림지황폐화의 양적 변화 추정

북한의 산림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위성영상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표 2-2). 1990년대에는 시간해상도가 

조밀한 강점이 있는(하루 1회 이상 촬영)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을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다(황순욱, 1997; 남기덕, 1999).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간 

해상도(1~4Km) 특성상 최근에는 MODIS(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을 이용한 북한 산림분포 변화 

연구가 많다(김원주, 2003; 이성구, 2003; 김도형, 2006; 유재심, 

2010). MODIS 영상은 AVHRR과 유사한 시간해상도를 가지고 있

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공간해상도가 더 높아(250~1,000m) 시계열

적인 북한의 토지황폐화 경향 파악에 어느 위성영상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MODIS 위성 영상의 경우 1999년 이전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간해상도가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MODIS

를 사용한 영상분류보다 더 과거의 경향을 파악하거나 보다 더 정

밀한 산림분포의 경향을 추정하기 위해 Landsat MSS(김상욱, 

2002), Landsat TM 또는 ETM+(이승호, 1998; 김상욱, 2002; 

홍석영 등, 2008)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림분포 변화 추정 연구는 시간해상도 

또는 공간해상도의 부족과 같은 위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한계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림분포 변화 추정에 필수적인 통계적인 검증

이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과거의 문헌과 통계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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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북한 산림지 황폐화 연구에 사용된 위성 영상의 특성

영상 촬영
시기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 연구 비고

Landsat 
MSS

1972
~ 79m 18일 김상욱(2002)

저해상도로  황폐화 경향 
파악이 어려우며, 시간해
상도가 낮아 식생에 대한 
파악 곤란

Landsat 
TM

(ETM+)

1982
~ 30m 16일

이승호(1998),  
김상욱(2002), 

홍석영 등
(2008)

공간해상도가  상대적으
로 좋은 편이나, 시간해
상도가 낮아 시계열적인 
파악이 곤란

MODIS 1999
~

250~
1,000

m
1일

김원주(2003),  
이성구(2003), 
김도형(2006), 
유재심(2010)

공간해상도가  정밀하지
는 못하지만, 1일 1회 이
상의 영상을 구득 가능하
기 때문에 시계열적 변화 
탐지, 식생의 성장 등을 
파악하기 용이, 현재 많
은 북한 토지황폐화 연구
에서 사용되나, 1999년 
이전의  자료가 없어 북
한 토지황폐화 연구에 한
계가 있음

AVHRR 1978
~

1~4K
m 1일

황순욱(1997),  
남기덕(1999)

1일  1회 이상의 영상을 
구득 가능하기에 많이 활
용하였으나, 공간해상도
가 낮은 단점 때문에 현
재는 유사한 MODIS 영
상 이용 연구가 많음

* 주  

 - Landsat MSS(MultiSpectral Scanner), TM(Thermal Mapper)은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Landsat 위성

에서 촬영한 영상 

 - MODIS(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는 미 NASA

의 Terra, Aqua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은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POES(Polar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s)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

 - 시간해상도는 위성이 동일 위치에 돌아오는 시간을 말하며, 이 주기가 짧을

수록 동일 지역에 대해 더 정밀한 시계열 자료를 구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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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면적의 변화에 대한 자료는 다양한 목적으로 1910년

부터 조사되었으며, 그 자료가 누적되어 있다(표 2-3). 이를 산포

도로 표현한 그림 2-7을 확인하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산림면적의 수치가 제각각이어서 산림지 면적의 경향을 알 수 없으

며, 신뢰도가 떨어진다(박종화, 2008). 이는 출처가 다양한 자료들

에 기반을 두어 산지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

정된다.

<표 2-3> 문헌을 통해 확인 가능한 북한의 산림 면적
연도 산림면적(㎢) 자료원 비고

1910 87,632 조선임적조사자료(배재수, 1997)
1910 

조선임야분포도

1942 93,430 
1948년 한국은행  

조선경제년보(김운근, 1997)

북위 38도 

이북

1970 97,726 
중국 '조선주요기상대점자료' (김운근,  

1997)

북한발표자료 

인용

1980 94,990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1997)
정부

1986 90,070 
한국과학시술단체총연합회(오봉국 외,  

1991)
정부

1987 89,650 FAO 한국협회(김운근, 1997) FAO

1987 88,700 
북한의 임업, 사회주의 임업(하연,  

1993)
구 동독 발표

1991 62,980 
중국 임업부 북한출장보고서(김운근,  

1997)
중국정부

1996 84,460 임업연구원(임업연구원, 1996)
위성자료(199

1~1994)

1996 89,060 
북한발표자료(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북한/UNEP

1998 75,330 북한발표자료(UNDP/FAO,  1998) 북한/UNEP

1999 75,340 임업연구원(임업연구원, 1999)
위성자료(199

7~1999)

2005 89,273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PRK, 

2012)

북한/UNEP

* 출처 : 임업연구원(1999), 박종화(2008)에서 재인용; MLEP.DPR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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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문헌을 통해 확인 가능한 북한의 산림 면적의 추세

  

<표 2-4> 1990년대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

시기 구분 산림 농업 수역 주거지역 합계

1990
면적(㎢) 90,200 20,380 7,100 1,370 119,050
비율(%) 75.77 17.12 5.96 1.15 100

1993
면적(㎢) 82,110 20,870 7,200 1,520 111,700
비율(%) 73.51 18.68 6.45 1.36 100

1995
면적(㎢) 81,830 21,030 7,270 1,570 111,700
비율(%) 73.26 18.83 6.51 1.41 100

* 출처 :  Central Statistical Bureau, DPRK(2000), UNEP 

RRC.AP(2003)에서 재인용

유엔환경계획(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아시아지역사무소(RRC.AP; Regional Office for Asia-Pacific)와 

북한 정부가 2003년 함께 발간한 북한 환경보고서(DPR KOREA : 

State of the Environment)에서는 북한의 1990년대 토지피복의 

변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표 2-4)를 확인할 수 있

다.(UNEP RRC.AP, 2003). 이 자료 또한 북한 정부의 의도가 반

영되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동일한 출처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른 토지피복의 변화도 함께 기술하여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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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표 2-3의 이상치(1987년과 2005년)를 제외

하고 다시 해석하면, 문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산림면적

은 1990년대까지 90,000㎢ 내외를 유지하다가 1990년 이후 

80,00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성영상 토지피복 분류를 통해 북한의 산림면적 변화를 

추정한 자료를 확인하여 보았다. 위성영상 토지피복 분류 연구 중 

공간해상도가 낮아 분류정확도가 떨어지는 AVHRR을 제외하고, 동

일한 기준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을 모아 놓은 자료가 표 2-5 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초반(표 2-5의 ①)에 북한의 산림은 북한 전

체 면적의 약 68%(84,460㎢)를 점유하였지만, 점점 그 비중이 감

소하여 2005년에는(표 2-5의 ④) 약 53%(66,686㎢)에 그쳐 급

격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위성영상 이용 1990~2005년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 추정
구분 시기 단위 산림 농경지 주거지 초지 수면 나지 기타 합계

① 1991~1993

면적
(㎢) 84,460 23,800☆ 1,390 10,660 1,640 690 1,390 124,030

비율
(%) 68.10 19.19 1.12 8.59 1.32 0.56 1.12 100

② 1997~1999

면적
(㎢) 85,076 24,314☆ 1,101 1,360 1,942 8,060 203 122,055

비율
(%) 68.59 19.60 0.89 1.10 1.57 6.50 0.16 100

③ 2001

면적
(㎢) 73,861 30,948 2,099 11,036 1,743 1,670 1,375 122,732

비율
(%) 60.18 25.22 1.71 8.99 1.42 1.36 1.12 100

④ 2005

면적
(㎢) 66,686 38,583 5,183 7,904 1,743 1,802 2,575 124,476

비율
(%) 53.57 31.00 4.16 6.35 1.40 1.45 2.07 100

* 출처 및 주

  ① - 이승호 등(1997), Landsat TM영상 이용

  ② - 홍석영 등(2008), Landsat TM영상 이용

  ③, ④ - 김도형(2006), MODIS 영상 이용

☆ 다른 피복분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논·밭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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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의 산림면적 문헌자료 중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

은 자료와(표 2-4), 위성영상을 통한 토지피복 분류 자료(표 

2-5)를 합쳐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산림면적의 변화 경향을 

확인해 보았다(그림 2-8). 이 결과 산림면적의 감소는 1990년대 

식량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식량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도 산림면적 감소 경향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2-8> 산림면적의 변화 종합(㎢)

다음으로 산림면적의 변화의 공간적 차이와 산림면적의 변화를 유

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락밭의 면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승

호(2004), 박종화(2006)의 자료를 정리하였다(표 2-6). 북한 전

역의 다락밭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4년(116,483ha) 대비 

2001년(776,253ha)과 2005년(988,144ha)의 다락밭의 면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박경석 등(2011)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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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적극 장려했던 다락밭 정책의 문제가 1980년대 드러나기 시

작하자, 1980년대 후반 다락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고 이를 제

한하려 하였다(박경석 등, 2011). 하지만 1980년대부터 2005년까

지의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다락밭에 대한 북한의 제한 의지가 미

약했거나, 1990년대 식량위기로 인해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박종화·유재심(2009)은 MODIS 

위성영상에서 확인가능한 대규모 산불발생이 화전을 위한 인위적인 

화재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래에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언 

등에 미루어 다락밭은 계속해서 확장한다고 보고 있다. 다락밭 확장

의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1984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다락

밭 확장이 모든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크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2001년과 2005년 사이에는 남포(7,620→6,031ha, 

약 20.8%감소), 평안남도(111,305ha→109,872ha, 약 1.2% 감

소), 평안북도(82,057ha→75,887ha, 약 7.5% 감소), 평양특별시

(24,801ha→16,677ha, 약 32.7% 감소)와 같이 평양 및 그 주변 

지역의 다락밭의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다락밭의 

면적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양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

의 폭은 더 커져 함경북도(55,207ha→116,232ha, 약 110.5% 증

가)의 경우 2001년 대비 2006년 다락밭 면적은 두 배 이상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북한 정권의 다락밭에 대한 통제가 주변지역

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약화됨으로써 토지황폐화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보여준다.



- 32 -

<표 2-6> 다락밭 개간 면적의 변화

구분

1984 2001 2005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강원도 13,791 11.84 69,601 8.97 77,787 7.87

개성시 1,500 1.29 11,085 1.43 20,372 2.06

남포시 1,148 0.99 7,620 0.98 6,031 0.61

양강도 9,103 7.81 70,595 9.09 99,666 10.09

자강도 15,118 12.98 101,140 13.03 143,751 14.55

평안남도 14,997 12.87 111,305 14.34 109,872 11.12

평안북도 11,003 9.45 82,057 10.57 75,887 7.68

평양시 3,587 3.08 24,801 3.19 16,677 1.69

함경남도 10,305 8.85 95,408 12.29 165,715 16.77

함경북도 10,971 9.42 55,207 7.11 116,232 11.76

황해남도 8,846 7.59 54,218 6.98 57,133 5.78

황해북도 16,114 13.83 93,216 12.01 99,021 10.02

합계 116,483 100 776,253 100 988,144 100

* 출처 : 1984년 북한자료;  이승호(2004)에서 재인용, 박종화(2006)

* 주 : 1984년 자료는 16도 이상 경사를 가진 밭을 의미하며, 2001년과 

       2005년은 15도 이상 경사를 가진 밭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함

토지황폐화 혹은 산림지 황폐화의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북한 토

지황폐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북한은 1990년대 식량위기 및 경제위

기를 거치며 산림지의 면적이 감소한 반면, 다락밭의 면적은 증가하

였다. 산림지 면적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식량의 필요에 따른 다락

밭 개간과 에너지 자원의 필요에 따른 산림벌채로 추정할 수 있으

며, 2000년대 이후 다락밭 개간에 대한 북한 정부의 통제가 예상되

나 통제의 효과는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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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황폐화 및 산림지황폐화의 질적인 변화

먼저 살펴보았던 산림지 황폐화의 경향은 산림의 면적 변화를 통

한 양적 변화 경향에 해당하며, 토지황폐화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몇몇 통계 자료와 MODIS와 같은 

높은 시간스케일(일 또는 주 단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의 

산림을 세밀하게 분류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 산림지의 질적인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UNEP(2003)의 자료와, 이승호(2004), 박종화·유재심(2009)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에서는 산림을 상록침엽수림, 낙엽침엽수림, 낙엽

활엽수림, 혼효림, 무립목지 등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이 중 무립목

지는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속적인 땔나무 채취 등으로 인해 

산림의 피복율이 낮고 관목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을 뜻한다(이승호, 

2004). 무립목지의 면적은 양적인 지표이지만, 질적으로 저하된 산

지를 뜻하는 무립목지가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한다면 산림

의 질적 황폐화의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립목지가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2-7으로 정리하였다. 무립목지

가 산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8

년에는 1996년 대비 거의 세 배(4,360→13,878㎢, 5.32→

15.38%)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1990년대에서 2000

년대를 거치면서 산림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

실이다. 이승호(2004)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에너지난

으로 인한 산림벌채와 외화획득을 위한 산림벌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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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무립목지의 비중 변화

구분 1996 1997~1999 2008

산림면적 82,010 80,676 90,247 

무립목지

면적(㎢) 4,360 5,335 13,878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율
5.32 6.61 15.38

* 출처 : UNEP(2003), 이승호(2004), 박종화·유재심(2009)의 내용을 

        재구성

* 주 : 1996년 자료는 UNEP(2003) 통계자료, 1997~1999년 자료는 

      이승호(2004)의  임업연구원 Landsat TM 분석자료 , 2008년 자료는 

      박종화·유재심(2009)이 MODIS 영상을 이용해 분류한 자료임

(3) 기타 

김상욱(2002)은 평양 주변지역의 과거(1979)와 현재(1998) 산

림지황폐화 경향을 위성영상(Landsat MSS/TM)과 지형자료를 통

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단위 면적당 산림 감소의 추세는 

500~1,000m의 고도에서 높았으며, 경사도와 산림 감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경사도에서 비슷한 수준의 산림 감소 수준을 나타

내었다. 오히려 높은 고도에서 산림의 파괴가 높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볼 때 다락밭의 확산은 아주 높은 곳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

작이 어려워 보이는 높은 경사도까지 산림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을 통해 땔감 공급을 위한 산림 벌채의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민부 등(2003)은 함경북도 회령 일원의 위성영상과 지형자료 

등을 이용하여 개정 범용토양유실 공식(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으로 토양침식 추정량의 변화

(1987년과 2001년)를 예상한 바 있다. 14년 동안 침식 추정량이 

막대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7년 대비 2001년 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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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에서 침식량이 증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다락

밭의 개간은 경사가 급한 높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심

각한 토양침식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토양의 

생·물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접근이 어렵고, 토양조사 자료 등이 

남한과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워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부경생 

등, 2001). 하지만 북한의 토양 특성을 정리한 몇몇 단행본(신동완 

등, 1998; 부경생 등, 2001)의 내용 중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

폐화 경향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특성으

로는 사양질 또는 양질로 구성된 북한의 밭토양과 다락밭이 중요한 

이슈로 보인다. 북한의 밭토양은 대체로 사양질 및 양질로 구성되어 

경사지에서는 폭우에 의한 침식이 우려되는 토양이다(부경생 등, 

2001). 토양침식의 유발 요인으로 제기되는 다락밭의 문제는 다락

밭의 설계가 잘 지켜지고 사후관리가 잘 된다면 오히려 마구잡이로 

개간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잘 이루

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신동완 등, 1998; 부경생 등, 2001). 

화학적으로는 인산비료의 적은 사용과 현무암과 같은 모재의 영향

으로 인해 인산함량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부경생 등, 

2001) 비료의 부족 등의 문제가 토지황폐화 경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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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량생산량의 변화와 원인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의 경향은 북한의 식량위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반대로 식량생산량의 변화는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원인

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식량생산량의 저하는 

토지의 경제적인 생산능력의 저하를 나타내며 경제적 토지황폐화에 

해당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북한의 식량생산량의 변화

를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량생산량 저

하의 원인을 파악하여,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와 경제적 토지황폐화

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1) 북한 식량생산량의 변화와 식량위기

북한은 거의 매 년 연감, 신년사 등을 통해 식량생산량에 대해서 

발표해 왔다. 이를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세는 

1980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량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급격하게 생산량이 감

소하여 최소 식량 필요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2-9). 하지만 북한 식량생산 및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석(2004a)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농업

화를 완료한 1960년대 이후 체제불안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식량생산량을 과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5년 북한이 본격적

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기 위하여 실상을 공개할 수밖

에 없을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의 식량생산량 발표는 대체로 과장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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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북한 발표 식량생산량

* 출처 : Lee and Shim(2004), 이석(2004a)에서 재인용

* 주

  1) 2000년 이후 자료는 통계 경향과 유사하여 생략하였음 

  2) 최소 필요 식량은 김연철(1997)의 UN이 정한 1인당 하루 최소 식량 권

장량인 450g에 북한 인구로 곱하여 연 단위로 환산한 값임

  3) 세부적인 수치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이 발표한 식량생산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

려우며, 오히려 외부의 추정치가 더욱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이석, 

2004a). 외부의 추정치에 대한 연구 중 이 연구에서는 유엔 식량농

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의 식량생

산량 통계와 통계청의 북한 식량생산량 통계를 사용하였다. 

FAO의 북한 식량생산량 통계는 북한 공식통계의 신뢰도가 떨어

지는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자료 제공 없이 자체 추정한 자료

이며, 그 이후에는 식량지원을 원하는 북한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것을 토대로 한 자료이다. 특히 FAO가 북한의 식량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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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의 추정 자료 또한 한 차례 더 보정이 된 자료로 대체로 신뢰

도가 높다고 판단된다(이석, 2004a). FAO 통계에 기반을 두어 북

한 식량수급 추세를 확인해 보면(그림 2-10) 북한의 식량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시점(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식량생산량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결국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는 자체 식량생산량이 연간 북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에도 미치

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1996년에는 식량수입량을 합

한 양 또한 북한이 필요한 최소식량에 거의 비슷한 상황인 극단적

인 상황이었다. 식량위기를 겪은 이후 북한은 1990년대 이전의 식

량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2000년과 2006년에 

급격한 식량생산 저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림 2-10> FAO 통계 기반 북한 식량수급 추세

* 출처 : FAOSTAT(http://faostat.fao.org) 

* 주 

   1) 최소 필요 식량은 김연철(1997)의 UN이 정한 1인당 하루 최소 식량 

권장량인 450g에 북한 인구로 곱하여 연 단위로 환산한 값임

   2) 세부적인 수치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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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생산량에 대한 자료를(그림 2-10)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

(그림 2-11)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식량생산량과 마찬가지로 

1994년을 기점으로 단위면적당 식량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량 생산량의 저하는 토지의 경제

적 생산능력 약화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2-11>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

* 출처 : FAOSTAT(http://faostat.fao.org)

통계청 북한통계 사이트(http://kosis.kr/bukhan/)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식량생산량 통계는 농촌진흥청에서 1965년부터 2009

년까지 발표한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통계청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그림 2-12).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5년 주기로, 1991년부터

는 매년 주기로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북한 자체 발표지 및 FAO

의 통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청의 북한의 식량생산량 자료는  

3,500,000~4,000,000톤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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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인구를 부양할 만한 능력에 미치지 못하게 되

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2-12> 통계청 북한통계 기반 북한 식량생산량 추세

* 출처 :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

* 주

  1) 1990년까지는 5년 단위, 1991년부터는 매 년 단위의 추정치임

  2) 최소 필요 식량은 김연철(1997)의 UN이 정한 1인당 하루 최소 식량 권

장량인 450g에 북한 인구로 곱하여 연 단위로 환산한 값임

  3) 세부적인 수치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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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북한 식량생산량 추세 종합

* 출처 : FAOSTAT(http://faostat.fao.org)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

         Lee and Shim(2004), 이석(2004a)에서 재인용 

* 주 

  1) 최소 필요 식량은 김연철(1997)의 UN이 정한 1인당 하루 최소 식량 

권장량인 450g에 북한 인구로 곱하여 연 단위로 환산한 값임

  2) 세부적인 수치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북한 식량생산 추세에 대한 북한 자체 발표, FAO, 통계청의 자료

를 종합하자면 그림 2-13과 같다. 식량위기가 발생하기 전(1995

년 이전)의 식량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세 자료 모두 매우 상이한 

수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식량위기가 발생한 이후(1996년)의 수치

는 세 자료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북한 자체 발표 자

료와 FAO의 자료는 유사한 경향성을 띈다. 이 자료간의 비교에서 

특이한 부분은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 자체 발표의 식량생산량은 

다른 추정 결과보다 매우 높게 발표되었다는 점과, 통계청의 식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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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추정치가 다른 자료들의 경향과는 매우 다른 경향을 띄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 자체 발표의 식량생산량이 다른 

추정치보다 높은 이유는 이석(2004a)이 언급한 대로 체제의 불안

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과장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가 다른 자료들과 경향이 다른 이유는 문헌 등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식량생산에 대해서 추정할 때 북한의 식량생산량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북한과 FAO의 자료에서 보이

는 것처럼 1990년대 초까지의 식량생산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반대로 식량위기가 발생하였을 때(1990년대 후반) 감소의 폭도 

다른 자료에 비해서 작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자체 발표 자료와 FAO의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식량수급

을 해석하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1990년대 중반 갑자기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반면,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해석하면, 북한의 식량위

기는 식량생산의 정체가 인구증가를 견딜 수 없어서 발생한 장기적

인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자체 발표와 FAO의 자료처럼 

북한 식량위기는 외견상 1990년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현상

으로 보이지만, 통계청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연철(1997)과 이석(2004a)의 연구

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북한의 식량배급의 변화를 통해서 추정했을 

때 식량위기의 문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그 전조가 있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식량에 대한 배급을 실

시하여 왔다. 북한의 1990년대 이전의 식량 배급의 양은 크게 두 

번 줄어들었는데, 첫 번째는 1973년으로 “전쟁비축미”라는 이름

으로 로 월 4일분의 식량을 공제하였고, 두 번째는 1987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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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량을 감축하였다(표 2-8). 배급 감축의 표면적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었지만, 관련 연구(김연철, 1997; 이석, 2004a) 모두 

식량 수급의 불안정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즉, FAO와 북한 

자체 통계수치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970년대와 1980

년대의 배급제의 변화를 통해 당시의 식량수급 불안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8> 북한 식량배급의 변화

연령 0~4세 5~14세

15세 이상
일반 

노동자

중노동자

, 군인

병, 

노약자

배급기준량 300 500 700 800 300

1973년 이후 전쟁

비축미 공제
260 433 607 695 240

1987년 이후 절약

미 10% 공제
234 390 547 624 234

* 출처 : 통일원(1995), 김연철(2010)에서 재인용

* 단위 : g

이석(2004a)은 북한의 식량생산, 수입, 인구, 소득 등을 종합하여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를 계산하여 배급제가 어느 정도

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14와 같다. 1이 넘으면 안정적으로 배급제 유지가 가능하고, 0

에서 1사이에는 배급제 유지가 가능하나 각종 내·외부 요인에 크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 0 이하면 배급제 유지가 어려운 상태

를 말한다(이석, 2004a). 이를 기준으로 그림 2-5를 해석해 보면, 

우선 1960년대부터 배급제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배급량을 줄인 1973년에 추세가 바뀌어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86년을 기점으로 안정성 지수는 다시 떨어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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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1987년의 식량배급량 감소는 1973년과 같이 배급의 안정

성 저하를 만회해 보려는 시도로 연구자는 추정하고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는 식량배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

정성 지수가 떨어졌다. 

<그림 2-14> 북한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1960=1)

* 출처 : 이석(2004a)

불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식량 배급제도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무

너지게 된다. 김연철(1993)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2년~1993년부터 배급이 불규칙해졌으며, 상태가 좋던 평양에

서도 1995년 5월이후 식량배급이 급감하고 1997년에는 거의 대부

분의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마비되어 배급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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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식량문제의 원인 추정

일반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1993년의 냉해, 1995~1996년의 

대홍수, 1997년의 고온과 해일, 가뭄 등 자연재해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왔다(부경생 등, 2001). 하지만 북한의 자연재해의 영향

은 북한의 취약한 대외환경에 의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미

루어 보았을 때, 대외환경의 취약성이 북한의 식량위기를 불러온 근

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식량위기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는 북한의 산지

개간과 토양침식의 영향에 대해서는 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절에서는 그 외의 식량문제의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비료 생산량(그림 2-15)과 에너지 수급량(그림 2-16) 통계 자

료는 북한의 대외관계 고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북한은 

화학비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농업의 소출을 올리겠다는 농업의 

화학화 전략을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1980년도

에는 70~8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할 정도로(그림 2-15 참조) 화학

비료의 생산능력을 비교적 높이 평가받을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추

게 되었다(부경생 등, 2001). 그러나 문제는 화학 비료의 생산은 

고도의 에너지자원이 필요하며, 1990년대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으로 북한은 에너지수급에 장애를 겪게 되었으며 이는 그림 2-7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1990년 23,963,000TOE→1996년 

15,836,000TOE)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 여파로 1990년대 북

한의 비료 생산량은 1990년대 초 정점 대비 1/10(FAO 기준), 

1/8(통계청 기준) 수준으로 떨어졌고(그림 2-15 참조), 이는 북한

의 식량난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다. 특히 산림지황폐화와 다락밭 개간 등으로 생태적으로 황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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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미 수십 년간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의 토양에 화학비료의 부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농업소

출에 치명적 영향을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2-15> 비료 생산량

* 출처 : FAOSTAT(http://faostat.fao.org),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 

* 주 : 통계청의 자료는 1990년 이후부터, FAO 자료는 2002 이전에만 존재

<그림 2-16>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

* 출처 :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 

* 주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는 1톤의 석유의 에너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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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토지황폐화의 주요 요인과 미래 환경변화 요인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화

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다락밭의 개간과 이로 인한 

토양 침식의 증가, 연료 및 기타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벌채 

등이었다. 또한 식량생산량의 경향을 통해 추가로 에너지 자원의 부

족과 이로 인한 비료 생산량의 저하가 식량생산량의 저하(경제적 

토지황폐화)와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

다. 하지만 이외에도 북한의 토지황폐화와 식량생산량의 저하를 유

발하는 요인에 대한 많은 가설이 제기되며, 앞서 확인한 토지황폐화

의 요인과 함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정책의 실패이다. 다락밭의 개간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60년대부터 북한 정권이 장려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농업정책의 

실패 사례이다. 또한 토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밀식(密植)재배, 

지력을 많이 소모하며 뿌리가 깊지 않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토

양침식을 과도하게 유발시키는 옥수수 재배 비중의 무리한 확대 등

과 같은 주체농법은 토질을 나쁘게 하고 생산량을 감소시켜 토지황

폐화와 식량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부경생 등, 2001; 남

성욱, 2004). 또한 1960년대에 완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협동농장 체제 또한 개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식량생산의 

저하를 불러왔다(이석, 2004a). 

둘째, 고립으로 인한 경제난의 문제이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

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로 인

해 앞서 확인했던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식량 수입의 감소를 경험

하였으며 이는 다락밭의 개간과 산림벌채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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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고립은 1990년대 북한의 외교 전략에 변

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군사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

외협상용을 위해 사용하였다(이종석, 2000). 군사 부분의 강조는 

상대적으로 농업 부분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자연환경 조건의 근본적인 취약성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평탄지의 비율이 낮고 해발 고도가 높아 개발 가능 지역이 상대적

으로 적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도에 위치해 있으며, 대륙에 영

향을 많이 받아 남한에 비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부족하다. 이 때

문에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농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

에 노출되어 있다(부경생 등, 2001; 이민부 등, 2006).  

정책 실패·고립으로 인한 경제난·자연환경의 근본적인 취약성의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일예로 자연환경 조

건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다락밭, 주체농법 등의 무리한 농업정책을 

유발한 원인이 되며, 1990년대 말 발생했던 경제난에는 고립뿐만 

아니라 협동농장 체제의 비효율성의 문제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

다. 각 요인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며 북한의 토지를 황폐화시키

고 토지생산성을 저하시켰으며 자연환경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결과가 1990년대에 연속해서 발생된 자연 재해이며4), 연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황폐화 문제는 식량위기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북한의 토지황폐화를 유발한 요인들 중 상당 부분은 아직 현재 진

행형이다.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4) 자연 재해를 북한 토지황폐화나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정책 실패, 고립으로 인한 경제난, 자연환경의 근본적인 취약성에 따라 자연환경
의 지탱력(resilience)이 저하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이
민부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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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이 취약한 북한의 환경에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변화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주요 유발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래 양상에 대해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

림 2-17 참조).

<그림 2-17> 토지황폐화의 주요 프로세스

(1) 농업정책의 변화

앞서 언급한 북한의 농업정책의 실패는 다락밭 정책의 실패, 주체

농법의 실패, 협동농장의 비효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량위기 이

후 이 세 농업 정책은 모두 변화를 맞이하였다. 다락밭 정책은 식량

위기 이전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시정하려 하였다(2장 2절 참

조). 또한 주체농법의 경우 각 지역에 풍토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옥수수 대신에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

로, 유기질 비료 등 다양한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자체적으

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남성욱, 2004). 또한 협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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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분조관리제의 개선, 각종 인센티브 도입 등의 개선책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부경생 등, 2001; 남성욱, 2004). 하지만 북한 농업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농

업정책의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협동농

장의 전면적인 개혁 또는 해체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을 주장하고 있다(부경생 등, 2001; 남성욱, 2004)

하지만 북한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협동농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

혁은 현 체제 하에서는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이에 

기반을 둔 주체농법 정책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남성욱, 

2004). 따라서 협동농장과 주체농법 정책의 변화에 대한 미래 양상

을 예상해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다락밭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토지이용 제한 정책은 2장 2절에서 언급하였던 이승호

(2004), 박종화(2006)의 연구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농업정책의 변화의 미래 양상은 다락밭 제한 정책(토지이용 

제한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외관계의 변화(식량지원의 변화)

식량위기 이후에도 자연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북한은, 

2000년대에 1990년대 중반과 유사한 큰 자연재해를 두 번 이상 

겪은 것으로 예상되나 1990년대 중반과는 달리 남한, 중국 등에서 

식량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하

지만 2013년 현재 대외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한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이었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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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정은 체제 이후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 10)와 핵실험

(2013. 2) 이후 관계 재설정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5). 

2장 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식량위기 이후 북한의 식량 생

산량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이다. 현 추세처럼 

북한의 대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고립된다면, 최소한 다락밭 

개간 등과 같은 토지황폐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증가하여 

자연환경이 취약해질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1990년대 중반의 식

량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토지황폐화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3) 기후변화

북한의 토지황폐화 관련 연구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추정하는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북한 또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영향의 예외가 아니다. 북한 정부가 UNEP에 제출한 보고

서(MLEP.DPRK, 2012)에 따르면, 2030년까지 북한의 강우랑은 

1960-1990대비 2.12~6.1%(2100년까지 최대 31.49%), 기온은 

0.46~1.33℃(2100년까지 최대 6.8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후 변화시 급변 기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홍

수·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북한의 농

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낮은 기온과 강우에 의해 상대적으로 

농업환경이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반대로 낮은 기온과 

5) 문화일보 2013년 6월 18일자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80107042303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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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의 조건이 해소되어 이전보다 농업환경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

으로 변화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현재의 토지황

폐화의 문제가 충분히 억제, 개선된다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기후변화가 북한 토지황폐화에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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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 토지황폐화에 대한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축

이 장에서는 2장에서 확인한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성과 사례, 북한 

토지황폐화의 주요인과 미래변화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 토지황폐화

에 대한 다행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 먼저 전반적인 다행위자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에 맞는 연구지역

과 자료구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요인들을 대표하는 

인문환경 행위자와 자연환경 행위자를 선정하여 인문환경시스템과 

자연환경시스템, 시나리오 등 모형의 구성요소를 구축하였다.

1. 모형의 구성

1) 모형의 스케일 설정 

다행위자시스템의 모형을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적 스케일을 선정하는 것이다(윤영수·채승병, 2006). 2장에서 

소개한 토지황폐화와 관련한 다행위자시스템의 스케일은 대체로 행

위자(인문환경시스템)는 개인(Hoffmann et al.,2002; Evans and 

Kelley, 2004; Purnomo et al., 2005; Trébuil et al., 2005) 또

는 가구(Lim et al., 2001; Deadman et al., 2004; Le et al., 

2008 등)의 단위였으며, 행위자의 행동공간인 자연환경시스템의 공

간범위는 대개 행위자의 생활공간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스케일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행위자의 차원

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 또는 가구와 같은 미시적인 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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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경우 행위자의 세부적인 행동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또는 참여관찰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북한

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농업은 협동농장 체제이고, 각 개인이나 가구

는 협동농장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이나 가

구를 토지이용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행위자

는 개인이나 가구보다는 토지이용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각 협동농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성욱(2004)에 따

르면 북한의 협동농장 체제에서 토지이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단위는 각 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이나, 각 리 단위의 

세부적인 자료의 구득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행

위자로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그 다음 단계인 군 협동농장 

또는 군 인민위원회이며, 이 단위로 행위자의 스케일을 선정하였다. 

각 군 단위로 행위자의 스케일을 설정하였다면, 자연환경시스템의 

공간적 범위는 각 군 단위보다 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북한 내 각 지역의 지형과 기후 조건의 이질성

이 높은 반면에, 컴퓨터 연산의 한계 상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연환경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고려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도’정도의 단위가 이 연구의 자연환경시

스템 구축에서 최적의 스케일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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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구성요소 및 흐름

<그림 3-1> 모형의 구성 및 흐름

* 주 : 굵은 실선은 모형의 흐름을 말하며, 얇은 점선은 각 구성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말함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다행위자시스템은 인간시스템, 자연환경시

스템, 외부환경요인,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로 구성된다. 북

한의 토지황폐화 요인과 북한의 기본 자연환경 속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시스템과 인문환경시스템, 정책의사결정 모듈을 구축하였으

며 이들의 구성은 그림 3-1과 같다. 각 미래환경 변화 시나리오와 

기초 환경자료에 따라 먼저 자연환경시스템의 양상이 변화하며, 이

에 영향을 받은 인간시스템의 행위자는 영향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행위자의 행동에 자연환경시스템은 다시 영향을 받아 순환하는 형

태를 띤다. 모형의 순환 주기는 1년이다. 이 모형의 세부적인 구성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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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시스템

2장에서 확인한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토

지황폐화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는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와 경제

적 토지황폐화라고 판단하였다.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의 변수는 토

지의 물리적 토지황폐화(토양침식)과 화학적 토지황폐화(토양의 잠

재력)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토지황폐화의 변수

는 생물학적 토지황폐화(식생의 활력도)와 이를 이용한 단위 면적

당 식량생산 추정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3절에

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2) 인문환경시스템

인문환경시스템은 각 군 단위의 행위자와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

으로 구성된다. 행위자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사결정

은 최대한 단순화하여 식량생산량과 자신의 식량필요량을 비교하여

(식량압박도) 이에 따라 자신의 토지의 노동력 배분 전략과 토지 

이용 전략을 변경하도록 설계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4절에서 자세

히 설명하도록 한다.

(3) 외부 환경요인(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

외부환경요인은 2장에서 확인한 미래 환경변화요인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정책 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식량지원(대외 

환경변화)시나리오로 구축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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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형의 인터페이스

* 주 : ① 모형의 동작·정지 등 조절 ② 정책시나리오 변수 조정

③ 모형결과에 따른 공간변화 ④ 모형결과에 따른 각종 수치의 변화

3)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축방법과 인터페이스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축은 연구사례 중 하나인 Le et 

al.(2008;2010)의 LUDAS Framework를 활용하였고, 이에 활용

한 NetLogo 4.1.3 버전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축한 모형의 인터페이

스는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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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및 자료구축

1) 연구지역

이 연구의 연구지역은 평양특별시(또는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일

원으로, 2개 직할시·도와 32개 시·군·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 참조). 이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네 가지

가 있다. 첫째, 이 지역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위치하고 있어 북

한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 구득의 용이함

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김상욱 등, 2002; 정미

령·이규성, 1997 등)가 있었으며, 대체로 통계 자료의 구득 또한 

타 지역 대비 용이하다. 셋째, 모형의 구성 모듈과의 정합성 때문이

다. 2절에서 설명할 모형의 일부 구성 모듈 중 하나인 NDVI를 이

용한 식량 생산 추정 기법(홍석영 등, 2009)은 쌀에 대한 생산량 

추정 기법으로서, 북한의 쌀 주 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조

건에 맞다. 넷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앞서 설명한 박종화

(200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1990년대 이후의 다락밭 

개발 제한 정책은 평양 및 그 주변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비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서 

정책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

는 평양 일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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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지역 행정구역도

연구지역의 지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연구지역의 지형은 서부 및 중부의 저지대 및 구릉지, 동부의 고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고도는 약 343미터이다(그림 3-8 

(a) 참조). 연구지역의 북쪽으로는 묘향산맥이 지나며, 동쪽으로는 

낭림산맥이 지난다. 연구지역의 북동쪽에는 낭림산(2,184m), 소백

산(2,015m), 묘향산(1,909m) 등 1,900미터를 넘는 높은 산이 위

치해 있다. 연구지역의 경사도는 0 ~ 48°도의 사이에서 분포하며 

평균 경사도는 약 10도이다(그림 3-4 (b) 참조).

연구지역의 주요 하천은 연구지역 중앙을 흐르는 대동강과 연구지

역 북쪽 경계를 흐르는 청천강 등이 있으며, 특히 연구지역의 절반 

이상이 대동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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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연구지역은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륙성 기후 지역으

로, 연평균기온은 8~10℃ 가량이며 연강수량은 700~1,100mm가

량이다. 연구지역의 서부 지역인 평양과 남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소우지로서 주변에 지형성 강우를 유발할 산지가 발달하지 못해

서이며, 고도가 높은 동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표 3-1, 표 3-2, 그림 3-4 (c), (d) 참조).

<표 3-1> 연구지역의 평년 기후자료(기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안주 -7.3 -3.5 2.7 10 15.9 20.8 23.8 24.2 19 11.7 3.3 -3.8 9.7

양덕 -8.6 -4.9 1.3 8.8 14.9 19.5 22.5 22.8 17.1 10 2.1 -5.1 8.4

평양 -6 -2.4 3.5 11.1 16.9 21.5 24.3 24.6 19.5 12.4 4.3 -2.7 10.6

남포 -5 -2.2 3.3 10.5 16.3 20.9 23.9 24.5 20 13.4 5.3 -1.6 10.8

평균 -6.7 -3.3 2.7 10.1 16.0 20.7 23.6 24.0 18.9 11.9 3.8 -3.3 9.9

*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http://sts.kma.go.kr/)

* 주 : 1981~2010년까지의 평년 기후 자료임

<표 3-2> 연구지역의 평년 기후자료(강수)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안주 10 13.8 28.7 46.1 72.8 97.3 285.2 220.7 96.8 44.3 33.1 14 962.8

양덕 11.2 15.8 25.5 50.9 77.9 115 269.2 237.7 103.9 38.6 33.7 19.8 999.2

평양 10.8 13.5 30 46.6 72.9 89.5 260.5 188.8 96.3 50.1 36.8 15.5 911.3

남포 10.2 9.8 22.4 35.2 69.5 73.6 201.1 176.1 78.9 38.6 36.9 18.8 771.1

평균 10.6 13.2 26.7 44.7 73.3 93.9 254.0 205.8 94.0 42.9 35.1 17.0 911.1

*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http://sts.kma.go.kr/)

* 주 : 1981~2010년까지의 평년 기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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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4> 연구지역 자연환경 정보
(a) 고도 (b) 경사도 (c) 기온 (d) 강수

(3) 인구 및 토지이용

2008년 기준 연구지역의 인구는 7,306,984명으로 북한 전체 인

구(23,349,859명) 31.3%의 비중을 가진다. 평양의 인구는 

3,255,288명으로 연구지역의 인구의 44.5%의 인구 비중을 가진다. 

토지이용은 2010년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도 기준, 농업지역이 

약 6,890 ㎢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며, 산림지가 약 8,578㎢로 

약 50.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주된 농업작물은 쌀, 옥수수이며 

농업생산량 추정치는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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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지역의 농업생산량 추정치(2003년)

(단위:1,000t) 쌀 옥수수 감자 기타 
곡물

이모작 
작물 합계

평양 72 53 3 1 16 144

남포 40 24 6 1 13 84

평안남도 239 215 20 6 74 550

합계 351 292 29 8 103 778

* 출처 : 권태진(2003), 이민부 등(2006)에서 재인용

* 주 : 출처에서의 반올림 문제로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이모작 작물은 겨울밀, 봄보리, 봄감자의 합임

 

2) 연구자료 구축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및 공간자료와 그 출처는 표 

3-4와 같다. 

자연환경자료의 경우 지형자료를 위한 수치지형도, 식량생산량 추

정식을 도출하기 위한 정규화식생지수(NDVI), 그 외 자연환경시스

템 구축을 위한 기후자료, 토양도를 구득하여 변환과정을 거쳐 사용

하였다. 수치지형도는 미국 USGS에서 제공하는 ASTER GDEM을 

이용하였으며, 다른 자료들과의 스케일의 통일을 위해 250m 격자

로 환산하였다. 수치지형도는 ESRI ArcGIS 10.0 및 DiGEM 2.0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사도, 사면유역지수 등의 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하였다. 정규화식생지수(NDVI)는 미국 USGS에서 제공하는 

eMODIS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eMODIS는 미국 NASA의 

EOS(Earth Observing System) 위성 중 Terra 위성에서 촬영한 

MODIS 영상을 통해 가공된 영상이며, 기준일로부터 5일 전후(총 

10일)의 영상을 조합하여 작성된 NDVI 영상이다. 기준일 간격은 

총 5일이므로, 월별 총 6개의 영상이 제공된다. 공간해상도는 

250m이며, 식생의 활력도가 높고 생산량 추정 모형에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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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8월 NDVI(2000~2010, 각 연도별 6개의 영상)를 구득하였

다.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NDVI자료에 첨부된 영상 품질 자료를 이

용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잘라내고, 구름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8월의 총 6개의 영상 중 최댓값만을 뽑아내어 활용

하였다. 기후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북한 

27개 지점에 대하여 ESRI ArcGIS 10.0을 이용하여 Kriging 기법

으로 보간하여 사용하였다(2006~2010년 평균, 평년의 기온과 강

수 자료). 토양도는 FAO에서 제공하는 세계 단위의 토양도(2007

년 기준, 1:5,000,000 Scale의 토양도)중 북한 일대를 추출하여 토

양입도 등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인문환경 자료의 경우 토지이용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토지피복

도, 행정구역도, 인구자료 및 식량생산 관련 통계자료를 구득하였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시스템의 2010년 기준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구득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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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구자료 및 출처

대분류 소분류 자료 출처 비고

자연

환경자료

수치지형도

(Digital  

Elevation 

Model)

ASTER  

GDEM

USGS Earth 

Explore(http://earthe

xplorer.usgs.gov/) 

공간해상도:

30arcsec

(약29~30m)

정규화

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eMODIS

USGS Earth 

Explore(http://earthe

xplorer.usgs.gov/) 

Terra 

MODIS영상을 

가공한 자료,

NDVI * 10,000,

공간해상도 : 

250m

기후자료

북한기후통계

자료(온도 및  

강수)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

(http://sts.kma.go.kr/)

총 27개 

지점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Kriging

토양자료

Digital Soil  

Map of the 

World

FAO  Geonetwork

(http://www.fao.org/

geonetwork/srv/en//)

2007년 기준

인 문 환

경자료

토지피복도

2010  

대분류 

토지피복도

(한반도 전역)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시스템

(http://egis.me.go.kr/)

총 7개의 분류

공간해상도:

30m

행정구역도

North Korea  

Administrati

ve Areas 

Shapefile

Global  

Administrative Areas

(http://www.gadm.org/)

　

인구자료

총인구, 

지역별 인구,  

산업별 인구, 

인구성장률 

추계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기준연도 : 

2003

식량생산 

관련자료

식량생산량, 

식량수입량,  

비료생산 등

FAOSTAT

(http://faostat.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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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시스템의 구축

<그림 3-5> 자연환경 시스템의 구성

1절의 모형의 구성요소에서 언급하였듯 자연환경시스템은 북한의 

토지황폐화 문제에 대한 자연환경 속성을 대표하는 모형으로 생·

물리적 토지황폐화 모형과 경제적 토지황폐화(식량생산량) 모형을 

구축하였다.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에는 토양침식, 화학적 토지잠재

력의 저하, 식생의 저하 등이 해당한다. 생·물리적 토지황폐화를 

대표하는 변수로 토양침식 모형과 화학적 잠재력 저하 모형을 선정

하였다. 토양침식 모형은 대표적인 경험모형인 범용 토양유실 공식

(USLE ;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 선정하였고, 화학적 

잠재력 저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간행위자의 토지이용의 강도에 

따라 토지의 화학적 잠재력이 변화한다는 가정에 따라 모형을 제작

하였다. 경제적 토지황폐화 모형은 정규화식생지수(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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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용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는 홍석영 등(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 및 

지형변수로 NDVI를 추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토지황폐화 추정 모

형과 NDVI를 이용한 식량생산량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모형의 구성은 그림 3-5와 같다. 

자연환경시스템은 250×250M 단위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격자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변수)은 표 3-5와 같다. 자연환경시

스템의 각 셀은 부속 모형 및 인문환경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 이 

구성 요소들이 변경되며 속성이 변화하게 된다.

<표 3-5> 자연환경 시스템의 속성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기본정보(지형)

p_elevation 고도

p_slope 경사도

p_as 사면유역지수

p_cur7 지표곡면률

기본정보(기후)
p_rainfall 강우

p_temp 온도

기본정보(인문)
p_sigun 행정구역

p_land-cover 토지피복

토양의 질 관련 속성

p_ndvi NDVI

p_usle 물리적 토양침식

p_soil-potential 화학적 토양침식

p_soil-quality 토양 질 지표

식량수급 관련 지수
p_yield 단위면적당 식량생산량

p_labor 단위면적당 노동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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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NDVI 추정)

정규화식생지수(NDVI; No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위성영상을 통해 계산한 식생지수의 일종으로 식생의 건

강 및 활력도를 나타내며, 정규화(-1 ~ 1)하여 다른 위치 및 시기

와의 비교가 가능하다(Jensen, 2004). 계산방법은 식 3-1과 같다.

 


<식 3-1>

NIR : 근적외선 파장

RED : 적색 파장

따라서 NDVI는 생물학적 토지황폐화를 대표하는 지수로 활용이 

가능하며, NDVI를 이용해 식량생산량의 개략적인 추정도 가능하다

(홍석영 등, 2009). 하지만 NDVI는 위성영상을 통해 추출 가능한 

지수로서 미래 NDVI는 추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하림 등

(2007)의 연구와 같이 미래 환경변화 추정 등 여러 목적으로 

NDVI 추정기법을 개발하였으며 대체로 지형, 기후자료 등과 NDVI 

간의 회귀분석을 통한 관계식을 산출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NDVI에 대한 추정식을 산출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

서, 북한 전역에 대한 NDVI 영상자료를 논, 밭, 기타(산림)의 

NDVI로 나누어야 한다. 그 이유는 NDVI 추정 값을 식량 생산량 

추정 및 산림의 물리적 토양침식 추정에 활용하는데, 농지와 산림을 

구별하지 않고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식량생

산량이 높아지거나, NDVI와 식량생산량과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

로 나오는 등 모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우선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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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NDVI 지수를 추출하였다. 농지의 경우 대분류 토지피복

도에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경생 등

(2001)의 북한의 벼 재배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경사도 5° 이내, 

고도 100m 이하, 30년(1980~2010) 연평균기온이 약 10℃ 이상

이 되는 지역은 논으로6),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밭으로 분류

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논과 밭의 NDVI

를 추출하였다(그림 3-6 참조). 

논
경사도 5°이내, 고도 100m 이하, 평균기온 약 

 10℃ 이상 (부경생 등, 2001)
밭 논이 아닌 농업 토지이용으로 구분된 지역

기타(산림)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그림 3-6> NDVI 회귀식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 분류

6) 농업지역의 경우 해안가를 중심으로 연평균기온이 10도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9~10도의 평균기온을 가지는 경우 임의의 확률로 논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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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기타(산림)NDVI 및 기후자료는 기후자료의 결측값이 적

은 2006~2010년간의 자료의 평균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분류 결과 논과 밭의 NDVI는 대부분 0.6~0.8 사이이며, 기타(산

림)의 경우 대부분 0.8~1의 값을 띄었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NDVI 값은 이상치로 판단하고 제외하

였다.

위와 같은 전처리를 거친 후, 논, 밭, 기타(산림)에 대한 NDVI 추

정식을 산출하기 위해 각 토지이용별로 5회 씩 무작위로 

4,000~5,000개7)의 표본의 NDVI(종속변수), 지형·기후자료(독립

변수)를 추출하여 IBM SPSS 20.0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가장 설명력이 높은 각 토지이용별 회귀식 하나를 선정하였

다(표 3-6 ~ 표 3-8). NDVI 추정식은 임의성을 띄는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3-6 ~ 표 3-8 회귀식을 설명력 이외의 값은 

임의로 부여하는 방식(식 3-2)으로 변환하여 만들었다. 

<표 3-6> 논의 NDVI 회귀분석 결과

표본의 

수
R R제곱

계수(비표준화)

변수 상수
Ln

(경사도)

Ln

(고도)

Ln

(봄철 

강우)

연평균 

기온

4964 .398 .158

계수 1.464 -.019 -.026 .215 -.023

유의
확률 .000 .000 .000 .000 .000

* 회귀식의 유의 수준 : .000

* 종속변수 : exp(NDVI)

* NDVI 및 기상자료의 경우 5년 자료(2006~2010)의 평균임

7) ESRI ArcGIS 10.0을 이용하였다. 5,000개의 임의 지점을 선택한 후, 전처리를 거
쳤음에도 발생한 이상값을 제거하여 4,000~5,000개 정도의 범위로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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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밭의 NDVI 회귀분석 결과

표본의 

수
R R제곱

계수(비표준화)

변수 상수
경사

도

Log

(AS)
Ln(고도) 최저기온

4934 .376 .142

계수 2.115 .005 -.01 .02 .002

유의
확률 .000 .000 .000 .000 .002

* 회귀식의 유의 수준 : 0.000

* 종속변수 : exp(NDVI)

* NDVI 및 기상자료의 경우 5년 자료(2006~2010)의 평균임

<표 3-8> 기타(산림)의 NDVI 회귀분석 결과

표본의 

수
R R제곱

계수(비표준화)

변수 상수
Log

(AS)

Ln(

경사

도)

Ln(

고도)

연평

균 

기온

강우(

봄철)

4777 .537 .289

계수
7111

.178

-30

.361

83

.839

213

.554

36

.004

-1

.107
유의

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0

* 회귀식의 유의 수준:0.000

* 종속변수:NDVI * 10000

* NDVI 및 기상자료의 경우 5년 자료(2006~2010)의 평균임

   ×   ×  <식 3-2>

r2 : 회귀식의 설명변량(R제곱)

Reg : 회귀식

Rand : 각 토지이용별 NDVI 범위 중 임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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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R)USLE)

물리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은 토양침식의 양을 추정하는 모형이

다. 토양침식을 추정하는 방법론은 물리기반 모형과 경험모형으로 나

뉜다. 토양침식 추정 모형은 물리기반 모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

편적으로 Wischmeier and Smith(1965; 1978)이 1965년에 제작하

고 1978년 수정한 경험모형인 범용토양유실공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이 사용된다(Kim, 2006; Huggett, 2011). 

Wischmeier and Smith(1978)의 USLE 공식은 다음과 같다.

A = R × K × LS × C × P <식 3-3>

A : 연간 토양 유실량

R : 강수에 의한 침식인자

K : 토양에 의한 침식인자

LS : 지형인자(L : 침식사면길이, S : 침식사면의 경사각)

C : 식생(지표피복)에 의한 침식인자

P : 경지개간 형태에 의한 침식조절인자

범용토양유실공식은 개발된 후 수 십년동안 단일호우에 대한 토사

유출량 산정을 위한 수정범용토양유실공식(MUSLE ; 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Williams, 1975), 연평균 값을 구

하기 위한 개정범용토양유실공식(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Renard et al., 1997)등 많은 방식으로 수정·개

량되어 왔다(박의정 등, 2005; Kim, 2006). 현재 이 공식들은 구

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선택 또는 혼합되어 

사용된다. 이 공식들은 대체적으로 식 3-3과 유사하나 일부 상이한 

경우도 있으며, 각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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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에서는 식 3-3을 바탕으로 하여 USLE 지표를 계산하였

으며, 북한의 자료 구득의 한계를 고려하여 구득된 자료의 활용에 

적합한 인자 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강수에 의한 침식인자(R)는 연평균 침식률(mean annual 

erosivity)을 100으로 나눈 값으로, 빗방울에 의한 충격 에너지, 강

우의 운동 에너지 등에 의해 좌우되며 이를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강우에 대한 장기측정이 필요하다(이민부 등, 2008). 하지만 북한

에 대한 장기측정 자료는 구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민부 등

(2003;2008)에서 사용한 Toxopeus의 공식을 이용한 USLE R 인

자 계산방법을 활용하였다.

R = 38.5 + 0.35 × P <식 3-4>

R : 강우에 의한 침식인자

P : 연평균 강수량

토양에 의한 침식인자(K)는 서일규 등(2010)이 Williams(1975)

의 방법을 응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MUSLE 상의 공식을 활용

하였다(식 3-5). 이 때 사용한 토양의 입도는 FAO의 Digital Soil 

Map of the World(2007)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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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exp 


×

  exp  




<식 3-5>

K : 토양에 의한 침식인자

SAN : 토양에서 모래가 차지하는 비중(%)

SIL : 토양에서 실트가 차지하는 비중(%)

CLA : 토양에서 점토가 차지하는 비중(%)

SN1 : 1-SAN/100

지형에 의한 침식인자(LS)는 ASTER GDEM의 고도자료를 바탕

으로 Moore et al.(1993)의 USLE LS인자 계산 방식으로 자동 계

산되는 DiGEM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식생(지표피복)에 의한 침식인자(C)는 식생피복에 의해 침식이 

방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으나, 북한의 세부적인 식생피복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민부 등(2008)이 국내·해외의 토지피복별 USLE C인자 

수치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자료를 적용하였다.(표 3-9).

<표 3-9> 토지이용별 C factor

토지이용 C factor 토지이용 C factor

도심지역 0 초지 0.013

논 0.1 습지 0

밭 0.2 나지 1

산림 식 3-6 참조 수면 0

* 출처 : 이민부 등(2008)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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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림은 산림 식생의 활력의 정도에 따라 침식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침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산림에 대한 C인자

를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식생의 활력도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산림의 C인자는 Van der 

Knijff et al., 1999;2000)의 NDVI를 이용한 RUSLE C Factor 

추정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exp  × 


 <식 3-6 >

C : 식생(지표피복)에 의한 침식인자(C)

α,β : 경험지수(대개 α와 β는 1로 이 연구에서도 1로 적용) 

경지개간 형태에 따른 침식조절인자(P)는 경작의 형태와 경사도

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작의 형태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박찬원 등(2010)의 토지이용별 USLE P인자를 응용하

여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부여하였다(표 3-10 참조)(박찬원 등, 

2010).

<표 3-10> 토지이용별 P factor

토지이용 P factor 토지이용 P factor

도심지역 0 초지 1

논 0.1 습지 0

밭 0.5 나지 1

산림 1 수면 0

* 출처 : 박찬원 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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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

현장 방문의 어려움으로 북한의 화학적 토지황폐화를 추정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학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은 인간의 토지

이용의 강도에 따라, 토지이용의 강도가 강하면 그 화학적 잠재력이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에 맞는 모형을 제작하였다. 0.5점을 만점

(토양 질 지표 추정모형 참조)으로 하여 초기조건은 알 수가 없으

므로, 0.5점 만점인 임의의 수치를 부여하고, 뒤이어 설명할 식량생

산량 예측모형에서 식량생산 잠재력과 실제 식량 생산량을 비교하

여 식량생산 잠재력에 비해 더 많이 식량생산을 하는 경우 토지이

용의 강도가 높다고 가정하고 점수를 감점시켰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if        ,        

 

otherwise   

<식 3-7>

SC1 : 금년의 화학적 토지황폐화 지수

SC0 : 전년의 화학적 토지황폐화 지수 

Fyield : 금년의 식량생산량

Fyield-potential : 금년의 토지의 식량생산 잠재력

α : 상수(1 부여) 

4) 토양 질 지표 추정모형

토양 질 지표(Soil Quality Index, 이하 SQi)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환경관리에 대한 전일적인(holistic)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

었으며, 토양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지표를 통합하는 지

표이다(Karlen et al., 2003). 아직 이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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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표는 없으며, 각 나라나 연구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주요 토양특성을 선정하여 토양의 질을 평가하는 실정이다(윤정희 

등, 2003). 

본 모형에서 토양 질 지표의 개념은 토지황폐화의 지수 중 하나로

서, 그리고 식량생산량 지표 및 인간행위자의 의사결정의 요인이 되

는 지수로 활용하기 위해 앞의 모형에서 도출한 토양의 물리적 속

성(물리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과 화학적 속성(화학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을 표준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어 사용하였다.  생물학적 

지표인 NDVI 지표는 물리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에 반영되어 있어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 모형에서의 토양 질 지표는 물리적 토지황폐화 지수(0.5점 만

점)와 화학적 토지황폐화 지수(0.5점 만점)의 합(1점 만점)으로 가

정하였다. 화학적 토지황폐화 지수는 이미 가정 단계에서 토양 질 

지표에 반영을 고려하였지만(0~0.5), RUSLE의 결과는 표준화되지 

않아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이민부 등(2003)이 RUSLE의 결과

를 해석할 때의 기준을 참고하여 0.35~0.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RUSLE 결과가 100 이하일 경우 침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만점(0.5)을 부여하였고, 100에서 500 사이일 경우 침식

이 일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0.45점을 부여하였으며, 500에서 

1,000 사이일 경우 상당한 침식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0.4점을 부

여하고, 1,000을 넘을 경우 극심한 토양침식이 발생한다고 판단하

여 0.35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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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량생산량 예측모형

홍석영 등(2009)은 NDVI와 연간 식량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북

한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공식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7와 같다. 이 모형은 NDVI를 이용한 단위면적

당 식량생산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식량생산량 자료를 공간적으로 추정해 내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

는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이지만,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의 생산량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NDVI외의 다른 요소에 대해 반

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림 3-7> NDVI를 이용한 식량생산량 추정모형

* 출처 : 홍석영 등(2009)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의 생산량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 홍석영 등(2009)의 방법을 사용하여 NDVI 추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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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 토지생산량과 밭의 토지생산

량을 추정하는 식을 도출하였다(그림 3-8 ~ 3-9 참조). 논과 밭

은 NDVI 추정시와 같은 구분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며, 분류

된 토지이용별 각 연도 NDVI 값(2000~2008)의 평균과 통계청의 

쌀과 전체 작물8)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통계자료(2000~2008)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쌀의 추정식의 경우 홍석영 등(2009)의 결과

와 대체로 유사하고 두 모형 모두 모형의 유의수준을 만족하여 활

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형의 임의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명변량만큼은 산출된 식으로 식량생산량을 추정하고, 설명변

량에 해당하지 않는 값은 임의로 부여되도록 식을 설계하였다(식 

3-8)).

<그림 3-8> NDVI를 이용한 벼농사 지역 식량생산량 추정모형

* 주 : 종속변수는 NDVI(eMODIS), 독립변수는 통계청 북한통계의 단보(10a)

당 쌀 생산량(2000~2008)이며, 모형의 R제곱은 0.449, 유의수준은 

0.048(95%신뢰수준 만족)

8)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구해야 하나 자료의 한계상 전체 작물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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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NDVI를 이용한 밭농사 지역 식량생산량 추정모형

* 주 : 종속변수는 NDVI(eMODIS), 독립변수는 통계청 북한통계의 정보(1ha)

당 쌀 생산량(2000~2008) 모형의 R제곱은 0.555, 유의수준은 

0.021(95%신뢰수준 만족)

     ×          ×<식 3-8>

Fyield-potential : 토지의 식량생산 잠재력

Fndvi-yield-estimator : 단위면적당 식량생산량 추정 공식 

Rand : 각 토지이용별 NDVI 수치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임의의 수 

NDVI외에 식량생산에 미치는 다른 요소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기후와 지형 정보를 앞서 NDVI 

추정 모형을 통해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생물학적 토지황폐화 

추정모형 참조). 또한 추정된 NDVI를 대입하여 산출된 식량생산량 

예측모형으로 산출된 값은 식량생산 잠재력으로 가정하여, 노동력 

및 토양 질이 반영될 수 있는 추가 식을 설계하였다. 식량생산 잠재

력을 이용한 식량생산량 추정식은 Le et al.(2008)의 식량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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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식의 일부를 활용하여 다음 식 3-9로 가정하였다. 이 식에서 

노동력 투입 지수는 인문환경 시스템의 노동력 배분 모형에서 산출

되는 수치이다. 

    ×× <식 3-9>

Fyield : 토지의 식량생산 추정치

Fyield-potential : 토지의 식량생산 잠재력

SQi : 토지의 토양 질 지수(최대치 1)

Li : 노동력 투입 지수(최대치 1)

α,β,γ: 상수(현재 모두 1 부여)

4. 인문환경시스템의 구축

인문환경시스템은 행위자와 행위자의 의사결정요인으로 구성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기초행정구역 단위(각 시·군 협동농장 경영위원

회/인민위원회)의 총 32개의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환경 행

위자의 속성변수는 표 3-10과 같으며, 이들의 기본 속성정보나 이

들이 의사결정시 고려하는 일종의 과거에 대한 기억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절에서 언급하였듯 인문환경 시스템의 의사결정요인은 행위자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따라서 행위자는 행위자의 식량압박도 추정모형을 통해 자신의 식

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노동력 배분 모

형과 토지이용 변화 모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

하였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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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행위자의 속성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기본정보

h_id 행위자의 지역정보

h_whole-people 행위자의 인구정보(전체)

h_urban 행위자의 인구정보(도시)

h_agri 행위자의 인구정보(농촌)

식량수급 
관련 속성

h_whole-food 행위자의 식량수확량

h_food-per-captia 1인당 식량수급량

h_food-pressure 식량 압박의 정도

h_redundancy 행위자집단 내 잉여노동력

1) 식량압박도 추정모형 및 식량 재배분 모형

식량압박도 추정모형은 각 행위자들이 얼마나 식량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모형이다. 식량압박도는 앞서 식량생산량 추

정 모형과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이

다. 식량압박도는 다음 식 3-10과 같이 정의하였다.

 

 × 
<식 3-10 >

RAFpressure : 행위자의 식량압박 예상

AFyield : 행위자 거주 토지의 식량의 총량

AFaid :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외부 수입(지원)식량의 총량 

Pop : 행위자의 인구

Fl: 1인당 연간 식량 최소 요구량(김연철(1997)의 UN이 정한 1인당 

    하루 최소 식량 권장량인 450g에 1년을 곱한 값임)

이 모형에 따르면 식량압박도가 1 이하일 경우 1인당 식량이 1인

당 연간 최대요구치인 165.25kg(450g × 365일) 이내에 있다는 

것이고, 1이상이면 이에 미치지 못하며, 2 이상이면 1/2 수준이라

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 행위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그대로 자신들



- 82 -

이 소유하지 못하며, 이는 배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특히 그렇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생산한 식량이 어떻게 국가 단위에

서 수집되고, 이것의 재분배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정한 농업 생산량 재배분 모형은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에서 행위자(각 군, 협동농장)이 생산한 식량의 70%~90%를 

수매, 각종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생산 분에서 남는 양

은 10~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배급 등을 통해서 개인에게 

다시 분배가 된다. 분배의 경우 현실에서는 더 복잡한 분배의 원칙

이 있겠으나, 모형의 과도한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

매 및 식량의 소득량과 외부 식량수입량에 대해서 행위자의 인구를 

고려하여 재배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배분-재배분의 과정을 

거쳐 각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이용해서 식량압박도를 추정

하였으며, 이를 행위자의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그림 3-10> 농업 생산량 재배분 모형

* 출처 : 남성욱 등(2004)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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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력 배분모형

노동력 배분모형은 이 모형에서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 

중에 하나이며, 배분된 노동력이 식량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력 배분모형의 구동은 그림 3-11의 절차대로 농업의 토지이용

을 수행하는 토지에서 이루어진다. 행위자는 농업 토지이용 토지에 

노동력 지수를 부여한다. 노동력 지수는 행위자가 농업토지이용에 

들이는 인력 또는 노동강도를 뜻하며, 토지의 식량생산 잠재력만큼

의 생산량을 들이기 위해 토지에 들어가는 노동생산잠재력의 수치

는 1로 가정하였고, 토지에서 식량생산잠재력 이상을 얻고자 할 때

에는 1 이상의 수치를, 토지의 소출이 크지 않다고 보고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는 경우 1이하의 수치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모형의 

초기상태에서는 노동력 지수를 0.9~1 사이에서 임의로 설정하였으

며, 각 행위자의 토지의 노동력 지수의 합은 초기에 설정한 노동력

지수의 총 합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표 3-12> 행위자 노동력 재배분의 기준
행동구분 기준 행동방식 비고

노동력 

회수

SQi< 0.5±0.05
Fyield-potential ≤0

노동력지수 전체 
삭감(토지 포기)

0.5±0.05 ≤ SQi < 
0.6±0.05

노동력지수 
0.2±0.05 삭감

노동력 
0.05미만시 삭감 

중지

0.6±0.05 ≤ SQi < 
0.7±0.05

노동력지수 
0.1±0.05 삭감

노동력 
0.05미만시 삭감 

중지
아무 행동 

안함

0.7±0.05 ≤ SQi < 
0.9±0.05

- -

노동력 

추가 부여
0.9±0.05 ≤ SQi 

노동력지수 
0.2±0.05 
추가부여

노동력 2 이상시 
부여 중지

* 주 : SQi - 토양 질 지표 Fyield-potential - 식량 생산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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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배분모형은 식량압박도가 1이 넘는 행위자에게만 적용되

며, 식량압박도에 비례하여 식량압박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노동력 

배분의 강도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행위자의 토지당 노동력 지수

의 재배분의 기준은 표 3-12에 따라 수행한다. 행위자가 일정 기

준에 미달하는 식량생산 잠재력을 가진 토지에서 투입되는 노동력

을 삭감하면, 일정 기준치 이상의 토지에 잉여노동력을 재배분하는

데, 이는 회수한 노동력의 수를 넘지 못한다. 행동 기준에는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는 행위자들의 불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대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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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노동력 배분모형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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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변화 모형

토지이용 변화 모형은 노동력 배분모형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의

사결정을 하는 절차 중에 하나이며, 노동력 배분모형에서 배분되지 

않은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개간하거나, 노동

력이 완전히 박탈된 토지를 나지로 바꾸거나, 기후 및 지형조건에 

따라 농지를 논으로 이용할지 밭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모형이

다. 농지 개간 프로세스는 그림 3-12와 같다. 이 프로세스는 행위

자의 식량압박도가 1 이상일 때에만 가동되며, 식량압박도에 비례하

여 토지이용 변화의 강도를 높인다. 농지 개간 프로세스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은 토양 질 지표와 토지이용 제한 시나리오이다. 행위자는 

농지 개간을 할 때 토양 질 지표가 0.5 이상인 토양만 선택하며, 제

한된 경사도 이내의 토양만 선택하여 개간한다. 

농지 개간 프로세스 이외에도 노동력이 완전히 박탈된 토지는 버

려졌다고 판단해서 토지이용 변화 모형에서 나지로 변경된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논으로 이용할지 밭으로 

이용할지도 이 모형에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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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토지이용 변화 모형 중 경지 개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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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환경 시나리오의 설계

기존 미래 예측을 목표로 하는 LUCC모형(통계 기반, 수식 기반 

모형 등)은 인간의 행동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불확

실성을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미래 예측이 어렵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Le, 2005; Le et al., 2010). 따라서 다

행위자시스템에서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대신 

시나리오 기반의 접근을 통해 발생가능한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하

고 창발현상의 관찰을 통해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과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e et al., 2010). 이 연구

에서도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미래 경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목표

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환경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변화 방향성을 확

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창발현상)을 인지함으로써, 이를 회피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사전 예방의 법칙, Principle of Precaution)

을 찾고자 한다. 

이 모형의 미래환경 시나리오는 2장에서 분석한 북한의 토지황폐

화의 요인과 미래환경에 따른 변화 가능성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

오, 식량지원 정책 변화 시나리오, 토지이용 제한 정책 시나리오로 

설계하였다. 현실에서 정책결정이 사회경제 및 자연환경에 수십년 

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다행위자시스템에서 미래환경 

시나리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수십년을 가정한 모

의가 진행되어야 한다(Le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수차례의 

시험 모의의 과정을 거쳐 30년 정도면 미래 양상을 확인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모의의 종료 시점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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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시기(2010)의 30년 후인 204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에 

따른  이에 따른 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 각 시나리

오는 다양한 정도로 제시될 수 있지만, 각 시나리오 간의 차이를 극

대화하여 이들이 가지는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의용 컴퓨터의 성능 한계 등 연구의 제반 여건 한계상 많은 조건

에 대한 모의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다”

와 “발생하지 않는다”의 두가지 틀로 단순화시켰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

우선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온변화와 강우량 변화로 나뉘는데, 

MLEP.DPRK(2012)의 내용 중 극단적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따라 

2040년에 현재(2010년)보다 기온은 약 2도, 강우량은 약 10% 상

승한다는 시나리오로 설계하였다. 둘 모두 2040년 상승분을 우선 

가정한 후 각 연 당 상승폭을 계산하여 그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

였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현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점을 고려해서 임의의 기후 변동(Fluctuation)을 대입하였다(식 

3-11 참조). 이의 대조군으로 설정한 것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기후변화와 동반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급변기후

에 대한 반영은 모형의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 <식 3-11 >

Cp : N년도의 기후 정보(온도, 강우)

m : 모형 종료 시점의 연도(이 연구에서는 30으로 지정)

fl : 임의의 기후 변동(기후 변동의 추세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

    범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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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량지원 정책 변화 시나리오

식량지원 정책 변화는 북한이 1년에 대체로 50~100만톤의 추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이석, 2004a)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북한

의 식량지원 필요량 최대치인 100만톤이 북한에 지원(또는 수입)된

다는 가정과, 그 대조군으로 극단적으로 대외관계가 악화되어 식량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지역은 

북한의 인구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의 

30%가량이 연구 지역에 투입된다고 가정하였다.

3) 토지이용 제한 정책 시나리오

토지이용 제한 정책 시나리오는 경사도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제한 

정책을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제한 경

사도의 적당한 기준이 없어, 모형의 시험 가동을 통해 제한 경사의 

기준을 10도로 설정하였다.



- 91 -

IV. 미래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토지황폐화의 변화

앞서 이 모형의 시나리오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식량지원 정책 변

화 시나리오, 토지이용 제한 정책 시나리오 세 가지를 구축하였다. 

모의는 약 30년간의 미래 양상 변화를 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 4-1과 같이 각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8개의 미래 경향을 모의하

였으며 모의는 8개의 미래 경향별로 5회씩 실시하였다. 북한 토지

황폐화의 경향성과 취약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로, 연구지역 전체

의 토지이용의 변화, 토양 질 지표의 변화, 그리고 토지이용과 토양 

질 지표의 결과인 식량생산량과 식량압박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황폐화 경향의 지역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토지황폐화에 

취약한 지역을 찾기 위해 토지황폐화 취약지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

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토지황폐화의 미래 경향과 취

약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효과적인 북한의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대안을 확인하였다.

 

<표 4-1>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양상 가정

시나리오

구분

식량지원 O 식량지원 X

기후변화 O 기후변화 X 기후변화 O 기후변화 X

경사제한 O

경사제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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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황폐화의 변화 경향

각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결과는 연구지역 전역에 대한 토지황폐

화 양상의 변화와, 연구지역 중 지역적으로 토지황폐화에 취약할 가

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추출로 제시하였다. 연구지역 전역의 토지

황폐화 양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토지이용의 변화와 식량생산

량 및 식량압박도의 변화, 토양 질의 변화이다. 토지황폐화 취약지는 

각 시나리오마다 산림에서 농지로 토지이용이 바뀌는 지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의 변화

그림 4-1과 그림 4-2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며, 토지황폐화(산림지황폐화)의 양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산림과 농경지의 모형 내 시계열적인 변화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모의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산림은 감소하고 농경지는 증가하지

만, 크게 산림의 감소와 농경지의 증가가 작은 케이스(Case ①)과, 

산림의 감소와 농경지의 증가가 큰 케이스(Case ②)으로 나뉘는 결

과를 보였다(그림 4-1). 이 두 집단의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면, 

Case ①의 경우 식량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Case ②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를 통해 모형 내에서 토지황폐화의 양적 경향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Driving Force)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식량지원의 유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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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산림 면적비율의 변화(%)

<그림 4-2>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농경지 면적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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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의 Case ①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의 영향은 크지 않지

만  Case ②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경

우(Case ②-1),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Case ②-2)로 

나눌 수 있다.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

림의 감소 폭이 적었고 농경지의 확대 폭이 적었다. 또한 그림 4-1

의 Case ②-1과 Case ②-2의 경우 미세하게나마 경사제한이 있

을 경우 농경지의 확대 폭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지황폐화의 양적 경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Driving 

Force) 중 식량지원의 여부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

으로는 기후변화, 경사제한의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식

량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로 다른 요인들은 토지이용의 변화

를 통한 토지황폐화 경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을 정도로, 식

량지원 여부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림 4-3은 논의 면적의 변화이며 그림 4-4는 밭의 면적의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식량지원과 기후변화의 영향의 메커니즘에 대

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 결과이다. 논의 면적 변화

는 기후변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음을 그림 4-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발생은 기온 및 강우의 증가로 이어져 

벼농사 적지(適地)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밭의 면적변

화는 벼농사와는 다르게 기후변화 이외에도 식량지원의 영향을 받

는다.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밭의 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식량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감소의 폭이 적은 것을 그림 

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 

상에서는 밭의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식량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증가의 폭이 더 크다. 이는 식량지원이 없어 식량압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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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경우 벼농사가 불가능한 산지를 위주로 개간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산림 황폐화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3>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논 면적비율의 변화(%)

<그림 4-4>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밭 면적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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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질의 변화

토양 질의 변화는 토지황폐화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

능할 수 있다. 모의 결과 토양의 질의 양상은 토지이용의 변화와 마

찬가지로 Case ①과 ②-1, ②-2로 나눌 수 있었다(그림 4-5). 

토양의 질은 식량 지원을 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향을 띄며(그림 

4-5 Case ①), 식량 지원이 없는 경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그

림 4-5 Case ②). 식량 지원이 없는 경우 중 기후변화가 있는 경

우(그림 4-5 Case ②-1)보다 기후변화가 없는 경우(그림 4-5 

Case ②-1)가 토양 질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식량지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토지

황폐화가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될 뿐 아니라, 각 토지에 대한 과도

한 노동력 투입 등으로 질적으로도 황폐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5>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토양 질 지표 평균의 변화

* 1이 최대값으로, 높을수록 토양 질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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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모의 중 16~18년이 지난 이후 토양 질

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폭이 둔화 또는 정체되며, 토양 질이 감소하

는 경우 그 감소의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경

향은 토지황폐화 미래 경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그

림 4-5의 Case ①과 ②-1)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추가

적인 해석 및 토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3) 식량 생산, 식량압박도의 변화

<그림 4-6>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식량생산량의 변화

* 단위 : T

식량생산의 경우(그림 4-6) 기후변화에만 영향을 크게 받아 기후

변화의 발생 시 식량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토지이

용의 변화 중 논의 면적 변화(그림 4-3)와 유사한 결과인데, 기후

변화 발생 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논의 면적이 증가하여 식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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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이 증가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지었을 때, 토양 질 지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16~18년

이 경과하였을 때 식량생산의 증가의 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량압박도의 경우(그림 4-7) 식량지원의 유무에 아주 큰 영향

을 받았고,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이 요인을 제외하고 

그림 4-7을 확인할 경우, 기후변화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식량생

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압박도는 정체하고 

있거나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식량생산량이 기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받더라도, 인구증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식량

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7>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 내 평균 식량압박도의 변화

* 주 : 1인 경우 UN권장 최소섭취량(1년 164.25kg)을 섭취, 2이면 권장의 절

반, 3이면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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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황폐화 취약지역 추출

앞서의 모의결과를 통해 북한의 환경변화가 연구지역 전체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

화 중 산지에서 농지로 바뀌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은 

향후 토지황폐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모의 결과 중 산지에서 농지로 토지이용이 바뀐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여 연구지역 내의 토지황폐화 취약지를 파악하였다. 

추출된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건수를 각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그

림 4-8), 다른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와 마찬가지로 

식량지원의 영향에 따라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

을 주었고, 그 다음이 기후변화, 경사제한의 순 이었다(그림 4-8). 

<그림 4-8> 시나리오별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건수

* 주 : y 축은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수(크기 250*250m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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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별 토지황폐화 취약지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는 부록 

2에 지도로 표현하였다. 그림 4-8에서 나타나는 각 시나리오의 영

향은 부록 2의 지도에서도 대체로 그대로 나타나지만, 전혀 양상이 

다른 지역이 존재한다(그림 4-9). 각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토지황

폐화 취약지의 빈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표 4-2, 그림 4-9

의 빨간색), 각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토지황폐화 취약지가 잘 나타

나지 않는 지역(표 4-2, 그림 4-9의 초록색)이 있다. 각 시나리오

와 관계 없이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빈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대

체로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농업 토지이용의 면적이 적으며, 인

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식량압박

의 정도와 관계 없이 산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

다. 각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토지황폐화 취약지가 잘 나타나지 않

는 지역은 연구지역의 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대체로 

산지가 적은 저구릉성 지역이며 충분한 농토가 있기 때문에, 식량압

박이 크더라도 농토의 집약적 이용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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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분포가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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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토지황폐화 취약지 분포가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높은 지역

단위 : 
%

식량지원O, 
경사제한O,  
기후변화O

식량지원O, 
경사제한O, 
기후변화X

식량지원O, 
경사제한X, 
기후변화O

식량지원O, 
경사제한X, 
기후변화X

식량지원X, 
경사제한O, 
기후변화O

식량지원X, 
경사제한O, 
기후변화X

식량지원X, 
경사제한X, 
기후변화O

식량지원X, 
경사제한X, 
기후변화X

평균
비율
(%)

안주시 3.92 7.16 3.94 7.60 17.07 18.26 16.17 22.60 12.09 

천리마군 14.89 14.89 26.08 26.08 14.89 14.89 26.08 26.08 20.49 

청남구역 5.61 5.61 5.61 5.61 5.61 5.61 5.61 5.61 5.61 

대안군 11.22 11.22 11.22 11.22 11.22 11.48 11.99 11.99 11.45 

지역평균 8.91 9.72 11.71 12.63 12.20 12.56 14.96 16.57 12.41

전체평균 1.25 1.41 1.59 1.76 2.43 3.04 2.88 3.52 2.24

<표 4-3> 토지황폐화 취약지 분포가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낮은 지역

단위 : 
%

식량지원O, 
경사제한O,  
기후변화O

식량지원O, 
경사제한O, 
기후변화X

식량지원O, 
경사제한X, 
기후변화O

식량지원O, 
경사제한X, 
기후변화X

식량지원X, 
경사제한O, 
기후변화O

식량지원X, 
경사제한O, 
기후변화X

식량지원X, 
경사제한X, 
기후변화O

식량지원X, 
경사제한X, 
기후변화X

평균
비율
(%)

증산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문덕군 0.00 0.03 0.00 0.06 0.03 0.17 0.07 0.18 0.07 

평원군 0.00 0.02 0.00 0.01 0.04 0.04 0.02 0.04 0.02 

룡강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숙천군 0.22 0.03 0.00 0.00 0.08 0.01 0.03 0.04 0.05 

중화군 0.00 0.00 0.00 0.00 0.00 0.05 0.03 0.08 0.02 

지역평균 0.04 0.01 0.00 0.01 0.02 0.04 0.02 0.06 0.03 

전체평균 1.25 1.41 1.59 1.76 2.43 3.04 2.88 3.52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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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이 모형의 결과를 통해서 북한 토지황폐화의 미래 경향과 취약성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나리오에 설정된 미래환경 변화 요인 중 식량지원의 

여부가 토지황폐화의 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다음으로

는 기후변화, 식량지원의 순이었다. 특히 식량지원이 이루어지는 경

우 기후변화와 식량지원의 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황폐화의 양적·

질적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는 대체로 억제되었다.

둘째, 토양 질·식량생산량 등 토지황폐화를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지표는 모의 시행 후 16~18년이 되었을 때 그 경향이 바뀌었다.  

특히 토지황폐화의 경향이 억제된다고 확인이 되었던 시나리오일수

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토지황폐화에 취약한 지역이 나타났

다. 산지가 농지로 전환되는 지역인 토지황폐화 취약 지역의 각 시

나리오별 공간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다른 토지황폐화의 지표

의 변화 경향과 유사하였으며 연구지역 동부 산간 지방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농토가 인구에 비해 부족한 소도시 일대의 

경우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토지황폐화 취약지역이 빈번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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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토의

모의 결과를 통해서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성과 취약성에 대해

서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일부

분을 요약한 모형의 결과만으로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취약

성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그 대신, 2장에서 확인한 북한 토지

황폐화의 과거 경향과 요인, 3장에서 구성한 모형 구성에서의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북한 토지황폐화의 양상과 취약성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미래 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정책적 함의

앞서 언급하였듯,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미래 환경변화 요인은 식

량지원의 유무, 기후변화의 발생 유무, 경사제한 정책의 시행 여부

의 순으로 토지황폐화의 경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각 미래 환경 변

화 요인에 따른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 이것이 북한 토

지황폐화의 미래 변화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모의 결과에서 북한 토지황폐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

던 식량지원의 유무에 따른 모의 결과는, 북한의 1980년대 상황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관계의 악화로 식량 수

입과 지원이 축소되었던 1980년대 이후 산림지황폐화 경향이 급증

하였다(그림 2-8). 모형에서도 식량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지의 

농지로의 전용이 억제가 되었지만, 1980년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식량지원이 억제되고 각 행위자의 식량압박이 증가하면 산지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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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의 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식량지원

의 유무에 따른 시나리오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식량지원이 있는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토지황폐화의 요인들에 큰 영향

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의 토지황폐화

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측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충분한 식량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 

모형에서 토지황폐화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조군에 비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산림지 황폐화가 억제되

고 식량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결과는 MLEP.DPRK(2012)의 보고

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북한의 농업생산량 저감 예상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모형에 기후변화를 반영할 때 복잡성으로 인해 

생략하였던 기후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북한의 토지황폐

화 저감과 식량생산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

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북한은 기

후의 한계 때문에 비교적 밭농사에 비해 소출이 높은 벼농사에 많

은 제약을 받는다. 만약 기후변화에 의해 연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면, 낮은 기온으로 벼농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이 벼농사가 가능

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소출이 증가할 수 있다. 모의 결과에서도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 벼농사 지역의 면적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 기후

변화는 자연재해를 증가시켜 토지황폐화의 증가와 식량생산량 감소

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식량생산량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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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토지황폐화의 영향에 가장 영향이 적었던 미래 환경 변

화 요인인 경사 제한 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이승호(2004), 박종화(2006)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의 다락밭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식량 

부족 상황에서 경사 제한 정책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김상욱(2002)이 지적한 대로 이미 다락밭 개간이 

가능한 곳까지 모두 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정책의 유무가 추가

적인 다락밭 개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해석 모두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두 번째 해석이 보

다 더 타당해 보인다. 실제 연구 지역에서 경사제한 정책의 기준으

로 두었던 경사도 10°이상의 경지 면적은 전체 경지 면적에 

18.4%의 상당한 면적이다. 따라서 10°이상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

는 토지 중 개간이 가능한 토지는 이미 모형의 시작 전 대부분 개

간이 되었기 때문에, 경사 제한이 없는 시나리오 하에서도 모형의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모형의 한계로 인해 북

한의 토지황폐화에 영향을 끼치는 북한의 미래 환경변화가 전부 반

영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2장에서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요

인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 중, 대외관계의 악화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공급 악화와 이로 인한 산림벌채의 문제와 비료공급의 제한 문제는 

자료의 한계로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모

형에 반영된 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 중 기후변화 시나리오에는  

기후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의 발생에 대

해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 외에도 토지황폐화에 영

향을 미친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고 이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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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요약하면, 북한 토지황폐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강

도는 식량지원, 기후변화, 토지이용 제한 정책의 순으로 높았다. 특

히 식량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토지황

폐화의 경향이 충분히 억제되는 결과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저감 정

책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는 것을 말해 준다. 기후변화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후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토지황폐화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이는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결과

를 통해 기후변화는 북한에 벼농사 면적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적 

토지황폐화(식량생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다고도 해석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 제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던 것은 식량 부족 상황에서 경사 제한 정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거나, 이미 대부분의 높은 경사를 가지고 있는 농업 가능 지

역이 개간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자료 및 모형구축의 

한계로 북한 토지황폐화의 모든 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 이러한 요

인들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북한 토지황폐화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토양 질 지표와 식량생산량 경향의 변화양상

모형의 결과 중 토양 질 지표와 식량생산량의 경향이 특정 시점

(16~18년)을 기점으로 변화 경향의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은 흥미

로운 부분이었다. 이는 다행위자시스템의 결과에서 기대하는 일종의 

창발(Emergence)현상의 발현 또는 그 징조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황폐화가 충분히 억제된다고 여겨지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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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변화 양상이 비교적 더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모형의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가

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 가장 높은 오류의 가능성은 모형에서 도출

된 각종 수치 중 일부가 임계치에 도달하여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변화 양상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며 식량생산량 결과

치에 영향을 주는 토양 질 지표의 경우, 물리적 토지황폐화 추정식

(USLE)을 점수화한 값과 화학적 잠재 능력을 가정으로 추정한 점

수를 합한 값으로, 0~1 사이의 범위로 임계치(1)가 존재하는 지표

이다. 뿐만 아니라 토양 질 지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수치들의 경우

에도 NDVI(임계치 1) 투입 노동량(임계치 2) 등과 같이 임계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형을 구성하는 수치에 대한 검토결과 각종 지표의 임계

치 도달에 따른 오류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 중 토양 질 지표 또

한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표 또

한 임계점에 도달하여 그 값의 변화가 멈추는 값을 발견하기 어려

웠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 따라 각 수치의 변화율은 차이가 발생하

게 되는데, 만일 일부 수치가 임계치에 도달하여 발생하는 오류라면  

변화 양상이 달라지는 시점은 시나리오마다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변화 양상의 변화 시점은 대체로 유사했다. 따라

서 임계치 도달에 따른 모형 설계상의 오류 가능은 높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가적인 모형 구축의 오류 가

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또한 자료 구득의 한계와 이로 인

한 모형의 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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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16~18년이 지났을 때 북한은 토지황폐화

와 식량생산량에서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기후, 지형조건 등 근본적인 자연환경의 취약성으로 식량

이 부족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식량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외형적으

로는 식량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에도 불구하고 이석(2004a)이 언급하였듯 식량 생산의 증가는 북

한의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와 1980년대 배급량이 두 차례 줄어드는 등 식량수급의 불안이 나

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의 식량위기의 전조로 해석

되었다(이석, 2004a). 

모형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토양 질과 식량생산량의 경향의 변화

는, 이석(2004a)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의 식량위기 이

전의 식량 생산 정체·배급량 저하 등과 같은 위기의 전조의 모습

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저감이 특정한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상태로 해석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극단적으로는 또 다른 위기의 전조를 나

타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토지황폐화 저감 노력의 한계, 또는 토지황폐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위기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결과는, 북한의 미래환경이 

토지황폐화를 억제하고 식량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

이라도, 북한이 현 체제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암울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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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막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가정한 세 가지 미래 변화 요인

(토지이용 제한정책, 기후변화, 식량지원) 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

계 및 모형 구축의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가정하지 못했던 경제 체제 변화, 토지 소유권의 변화 

등을 모의할 필요가 있다. 

3) 토지황폐화 경향의 지역별 차이

모의 결과에서 대체적인 토지황폐화 취약지의 공간적 분포 경향은  

다른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나타나는 지표와 유사한 편이었다. 하지

만 부록 2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토지황폐화가 가속화되

는 시나리오(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후변화가 일어나

지 않는 경우, 경사지 제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보다 동부지역의 토지황폐화 취

약지가 서부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동부지역이 서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토지황폐화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이는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이고, 기복이 적으며, 기후

가 상대적으로 온화하여 벼농사 등 생산성이 높은 농업이 가능한 

반면,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지대이고, 기복이 크며, 벼농사 등이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는 등, 자연환경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차이

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전혀 다른 공간적인 경향을 띄는 지역이 있었다. 일부 지역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토지황폐화 취약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지역(소도시 일원)에서는 어떤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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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도 토지황폐화 취약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연철

(1997)의 북한 식량위기 시의 계층적인 피해 양상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 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계층은 식량수급을 배급에 의존하며,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암

시장에서 식량을 수급하기도 어렵고, 농업활동을 할 토지가 적은 도

시의 사무직 요원(하층 사무원, 교원, 보건 업무 종사자 등)이었다

(김연철, 1997). 모의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토지황폐화 취약지가 

많이 나타났던 소도시 일원은 김연철(1997)이 언급한 사무직 요원

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도시의 모의 결과는 북

한의 토지황폐화 피해의 계층적 차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식량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식량압박도가 1을 

넘지 못하는(최소 식량권장량을 만족하지 못하는)등 모의 결과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모의 결과에서처럼 식량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이 계층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황폐화의 공간적인 분포는 토지황폐화가 악화되는 시나리오에

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특히 동부에서 토지황폐화 취약지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소도시 일원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토지황폐화에 

취약했으며, 이는 1990년대 중반 식량 위기 시 취약했던 계층(일반 

사무직)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

황폐화 저감 정책 설정 시 우선이 될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선정

하는 데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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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는 북한의 잘

못된 자연환경의 이용에 따른 토지황폐화의 문제이다. 북한의 토지

황폐화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성의 

문제, 이러한 상호작용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 또한 직접 방문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제

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LUCC Modelling 분야에서는 다

행위자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

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다행위자시스템을 북한 토지황폐화에 적

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토지황폐화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토지황폐화의 영향을 추정, 모의하기 위한 다행위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북한 토지황폐화의 경향과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선

행 연구와 자료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북한의 토지황폐화

의 경향과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화는 1990년대 식량위기 이전

부터 식량위기 이후엔 최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양상은 

산지의 면적 감소와 다락밭 면적의 증가, 무립목지 등 불량 식생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생·물리적 토지황폐화의 주원인으로는 다

락밭의 개간, 산림벌채 등으로 추정되며, 특히 다락밭의 개간은 북

한 정권의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식량생산량의 저하(경제적 토지황폐화)는 표면적으

로 식량위기 발생 시기인 1994년과 1995년 사이 갑작스럽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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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현재도 1990년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다. 하지만 식량위기 이전에도 배급제의 불안 등으로 그 전조가 나

타났다는 지적이 있다. 식량생산량의 저하는 북한의 생·물리적 토

지황폐화의 결과로 그 원인이 비슷하지만, 추가로 대외 관계의 악화

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지원의 부족이 제기된다.

셋째, 위의 두 결과를 통해 도출된 토지황폐화의 원인과 추가적인 

선행 연구의 가설을 통해 토지황폐화의 요인을 추출하면, 농업정책

의 실패, 고립으로 인한 경제난, 자연환경 조건의 근본적인 취약성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래 토지황폐화 경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미래 양상으로 농업정책의 변화(토지이용 제한정책), 대

외관계의 변화(식량지원의 변화), 기후변화가 있다.

추출된 북한 토지황폐화의 요인과 미래 환경변화 요인을 바탕으로 

평양과 평안남도 일원을 사례 지역으로 하여 다행위자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다행위자시스템은 자연환경시스템, 인문환경시스템, 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시스템은 북한 토지황폐화 경향 및 요인을 대표할 수 있

는 생·물리적 토지황폐화 모형과 경제적 토지황폐화(식량생산) 모

형으로 구성하였다. 생·물리적 토지황폐화 모형은 토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토지

황폐화는 홍석영 등(2009)의 연구를 중심으로 NDVI 추정을 통해 

식량생산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문환경시스템은 행위자와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구성하였

다. 행위자는 자료 구득의 한계 및 의사결정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단위로 구성하였으며,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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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량압박도에 따라 토지의 노동력 배분 전략과 토지 이용 전략

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미래 환경변화 시나리오는 도출된 미래 환경변화 요인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정책 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식량지원 시나리

오로 구축하였다.

모형의 구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일부 한계가 있었다. 우선 연구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자료구득에 제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 및 연구지

역의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어 미시적인 토지황폐화의 미래 양상의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같은 이유로 협동농장 체제의 문제, 농업정책

의 실패와 같은 일부 북한 토지황폐화의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으

며,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부속 모형 중 일부를 검증되지 못한 가정

된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미래 환경 변화 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북한 토지황폐화의 미래 양상을 모의한 결과 세 가

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한 미래환경 변화 요인 중 북한의 생·물리적 토지황폐

화 경향 변화에 끼치는 요인의 강도는 식량지원, 기후변화, 토지이

용 제한 정책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식량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제한 정책의 유무와 관계 없이 토지황폐

화 경향이 억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토지황폐화 저감

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북한의 토지황폐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토양 질 지

표와 식량 생산량의 변화의 양상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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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생·물리적 토지황폐화가 억제되는 시나리오

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연구에서 발견

되지 않은 모형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 없어 해석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오류가 없다

는 전제로 이 결과를 해석한다면, 이 연구에서 가정한 북한의 미래

환경 변화의 대응만으로는 북한 토지황폐화를 저감하는 데에는 일

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이 모형에서 가정하지 않은 경제체제의 개

혁 등의 추가적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가정하지 않은 북한 토지황폐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토지황폐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어떤 시나

리오에서도 토지황폐화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나타

났다. 연구 지역 중·동부 산악지대에서 토지황폐화의 영향이 상대

적으로 컸으며, 농업 토지이용이 적은 행정구역은 어떠한 미래환경 

시나리오에도 토지황폐화의 영향에 취약하였고 반대로 벼농사 지대

인 서부 지역에서 토지황폐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나

타났다. 이는 토지황폐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이 있다는 것을 나

타내는 결과이며, 향후 북한에 대한 토지황폐화 저감 정책 수립 시 

공간적·계층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토지황폐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위성영상 및 통계자료를 

통한 과거와 현재의 토지황폐화 경향 확인과 이를 통한 토지황폐화 

요인을 유추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

서 확인한 토지황폐화 경향과 요인을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모형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토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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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화의 경향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북한의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토지황폐화의 미래 양상은, 향후 북한의 토지황폐

화 저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토지황폐

화 저감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북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자료의 양이 많아진다면, 모형

을 보강하고 세밀화함으로써 북한 토지황폐화 저감에 대한 의사결

정 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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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FAO 통계청 북한발표자료 북한발표자료 원출처

2010 4,528,283 - - -

2009 4,449,149 4,108,000 - -

2008 4,693,060 4,306,000 - -

2007 3,892,500 4,005,000 - -

2006 4,675,500 4,48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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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393,000 4,25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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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879,704 3,946,000 - -

2000 2,942,000 3,590,000 3,262,000 평양방송발표

1999 3,852,000 4,222,000 4,281,000 평양방송발표

1998 4,420,150 3,886,000 3,202,000 평양방송발표

1997 2,864,537 3,489,000 2,700,000 평양방송발표

1996 2,592,699 3,690,000 2,500,000 평양방송발표

1995 3,805,000 3,451,000 3,500,000 평양방송발표

1994 7,215,000 4,125,000 7,100,000 평양방송발표

1993 9,137,000 3,884,000 9,000,000 평양방송발표

1992 8,681,000 4,268,000 8,800,000 평양방송발표

1991 8,814,010 4,427,000 8,900,000 평양방송발표

1990 6,280,305 4,020,000 9,000,000 평양방송발표

1989 6,466,000 - 9,49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88 6,252,000 - - -

1987 6,240,000 - 10,059,000 김일성신년사 등

1986 6,232,000 - - -

1985 5,841,000 4,193,000 - -

1984 5,825,000 - 10,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83 5,481,000 - - -

1982 5,329,000 - - -

부록 1. 출처별 북한 식량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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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FAO 통계청 북한발표자료 북한발표자료 원출처

1981 6,254,900 - - -

1980 5,752,400 3,713,000 - -

1979 6,006,100 - 9,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8 5,798,200 - 7,87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7 5,798,900 - 8,5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6 5,490,600 - 8,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5 5,246,700 4,355,000 7,7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4 5,068,000 - 7,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3 4,816,500 - 5,343,000 김일성신년사 등

1972 4,309,500 - - -

1971 4,499,200 - - -

1970 4,364,500 3,982,000 - -

1969 4,378,400 - - -

1968 3,662,000 - 5,672,000 김일성신년사 등

1967 3,787,800 - 5,11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66 4,073,300 - 4,405,000 김일성신년사 등

1965 3,707,000 3,548,000 - -

1964 4,212,100 - 5,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63 4,053,500 - 5,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62 3,725,100 - 5,000,000 김일성신년사 등

1961 3,583,000 - 4,830,000 조선중앙연감

* 출처

 1) FAO : FAOSTAT(http://faostat.fao.org)

 2) 통계청 :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

 3) 북한발표자료 : Lee and Shim(2004), 이석(2004a)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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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각 시나리오별 토지황폐화 취약지

(a) 식량지원 O, 경사제한O, 기후변화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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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량지원 O, 경사제한 O, 기후변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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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식량지원 O, 경사제한 X, 기후변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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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식량지원 O, 경사제한 X, 기후변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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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식량지원 X, 경사제한 O, 기후변화 O



- 137 -

(f) 식량지원 X, 경사제한 O, 기후변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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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식량지원 X, 경사제한 X, 기후변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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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식량지원 X, 경사제한 X, 기후변화 X



ABSTRACT

Modeling and Analysis of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by 

Using Multi-Agent System

An, Yoo Soo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 has experienced famine since the 

mid-1990s, which is known as "the Arduous March". Land 

degradation is  one of the reason why the North Korean 

famine occurred. Land degradation is caused by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components of the coupled human

–environment system.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system involves complexity and uncertaint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duct research on land 

degradation. To overcome this difficulty, resent studies on 

land degradation using Multi-Agent System was examined.  

Multi-Agent System is defined as the system that consists 



of agents which represent human and environment system 

and interactions among agents. Accordingly, Multi-Agent 

System can reflect complex and uncertain characteristics of 

human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so it is a robust tool 

to simulate the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impact caused 

by land degradation. But there was no research to simulate 

the impacts caused by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by 

using Multi-Agent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model to simulate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by using Multi-Agent System in order to present the 

intensity and trajectories of the impact of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for suggesting the alternative solutions to 

mitigate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For model formulation, literature reviews on the 

Multi-Agent System and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were conducted. Referring to literatures on Multi-Agent 

System associated with land degradation, LUDAS Framework 

was the most appropriate framework in this study. Referring 

to literatures on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three main 

cause of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were concluded; 

the failure of agricultural policy, the economic crisis due to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Also, three impact factors of environmental change on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were concluded; the change of 

agricultural policy, the change of foreign 

relationship(food-aid), and the climate chang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Multi-Agent System to 

simulate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was formulated.  

The study area of the model is Pyoungannam-do(province, 



included Pyoungyang). The model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which are the landscape environmental system, 

the human system, and the policy factors(impact factors of 

environmental change). The landscape environmental system 

has two sub-modules that represent bio-physical land 

degradation and economical land degradation(reduction of 

food yield). The human system consists of agents(defined as 

"gun")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agents. The policy 

factors(impact factors of environmental change) consist of 

three environment change scenarios, which are  the change 

of agricultural policy, the change of foreign 

relationship(food-aid), and the climate change.

  In this research, there were some limitations on this work  

Although these limitations make it difficult to analyze 

simulation results of the model, there are some meaningful 

simulation results.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model are 

shown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ongest impact factor 

of land degradation is the change of foreign 

relationship(food-aid), and agricultural policy is the weakest 

impact factor is the change of agricultural policy. This result 

suggests that food-aid policy is the important factor to 

mitigate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Secondly, the trajectories of number of land degradation 

indicators show dramatical change on particular point. This 

result may be related to errors of the model. If any error 

are not exist, we can interpret this result that combating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is difficult in current 

system, and the fundamental solutions(e.g. change in 



economical system) are needed.

  Thirdly, the vulnerability to land degradation show spatial 

differences caused by spatial difference of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al factors. Especially, some region in study 

area shows strong vulnerability to land degradation on all 

environmental change scenario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are vulnerable region and social group to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and can be used to set spatial 

priorities for mitigating land degradation policies in North 

Korea. 

  Although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we were able to 

detect trajectories and vulnerability of the impact of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The mode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pplicable to policy-maker for mitigating 

land degradation in North Korea.    

keywords : Land Degradation, North Korea, Multi-Agent 

System, Food Yield

Student Number : 2007-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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