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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7년부터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조사하였
다. 이들 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조직인 재난역학연구센터(CRED :
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보고서와 비교하였다. 세계의
자연재해는 태풍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고, 홍수, 지진, 이상기온, 산사태, 가뭄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자연재해도 세계적인 추이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태풍이
동반한 폭우가 홍수, 산사태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홍
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경작지를 고지대 야산을 개간하여 활용
함으로서 숲을 벌목하여 농경지로 변환하는 과정에는 적은 강우량에도 더 큰 홍
수를 초래할 수 있어 농업생산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반복되게 한다. 기상청(2018)
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피해 정도는 보고된 바 없다.
CRED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세계 194개국을 분류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남
한은 경제적 부국(high income)인 반면, 북한은 경제적 빈국(low income)으로 분류
하였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피
해규모는 1998~2017년 누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7.4%를 차지한다. 국제적십자
사·적신월사연맹(IFRC)은 북한의 피해규모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고 보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희생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
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반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기상기구(WMO)와 국가별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유럽위원회(EC) 조직인
INFORM에서는 북한의 기상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호소하
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비 북한 당국의 기술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환경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대응 실천하는 단
계로서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파악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남북이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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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이다.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해수면의 상승과 호우, 강풍, 홍수
침수 및 해안침식 등 인프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사전 준비 및 복구비용
이 높은 재해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빈도를 유형 별로 관찰하면
홍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풍, 지진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벨기에 루뱅 가톨
릭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Leuven)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난역학연구센터
(CRED: 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가 2018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인 ‘Economic Losses, Poverty & Disasters 1998-2017’ 에 의하면 그림 1과 같
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UN 산하 재해위험감소국(UNISDR: United
Natio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그림 1, 세계의 재난유형별 발생빈도(1998-2017)
(출처: CRED, ‘Economic Losses, Poverty & Disasters 1998-2017’ p.07)
CRED(2017)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
7,255건 중에서 43.4%에 해당하는 것이 홍수이다. 다음으로 28.2%에 해당하는
2,049건이 태풍이며, 지진이 7.8%를 차지하여 563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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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보아도 비슷한 유형을 보여준
다. 표1은 2007년부터 201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나
타낸 것이다.
표1, 2007-2018년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최근 순서로 작성)
발생 시기

2018.8.23. ~
8.25

피해 지역
황해남북도,

(솔릭) 및

함경남도

홍수, 사태

만포, 중강,

~ 8.02

장강 등

~ 5.10

태풍

강원도,

2018.7.20.

2017.4.20.

재해 유형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폭염 및
가뭄

가뭄 및
이상고온

9.02

(무산,

태풍

회령),

(라이언록)

두만강

및 홍수

유역
2016.7.22.~
7.24
2015.8.22. ~
8.23

평안북도
(구성,
수풍)
나선시

2015.8.01. ~

황해남도

8.05

함경남북도

- 인명피해 : 사망·실종 151명

아시아

- 이재민 : 1만 명 이상

방송,
NK 조선
북한

일부 지역 40도를 넘는 고온현상 지속

노동신문,

- 보고내용 없음

한국
연합통신
주간

- 보고내용 없음

산사태

북한동향
제1360호

- 인명피해 : 사망·실종 600여 명
- 이재민 : 14만여 명
- 주택 및 산업시설 침수·파괴
- 농경지 유실·매몰
- 도로, 철도, 교량 파괴·유실

홍수,

출처
미국자유

북한 기상관측 사상 최대 피해

함경북도
2016.8.29. ~

주요 피해 현황

조선
중앙통신
북한
주간동향
제1324호

- 인명피해: 사상자 69명

조선

- 주택, 철도, 도로, 교량 침수 파괴

중앙TV

태풍

- 인명피해 : 사망 40명

(고니),

- 이재민 : 11,000여 명

홍수

- 주택, 건물, 철도, 농경지 침수파괴
- 인명피해 : 사망 21명, 실종 9명

홍수

- 이재민 : 14,500여 명
-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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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15.6

북한

~ 7

전 지역

가뭄

100년 이래 가뭄
- 보고내용 없음

중앙통신
주간
북한동향
제1262호

자강도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
2013.7.12. ~

자강도,

7.22

평안남북도

홍수

- 인명피해 : 사상자 53명

IFRC

- 이재민 : 5만여 명

연합뉴스

- 주택, 건물, 농경지 유실 파손
2012.8.28

~

8.30
2012.7.16. ~
7.29
2012.
겨울
2011.8.08. ~
8.09
2011.7.26.~
7.28
2011.6.25. ~
6.27

2010.9.02

2010.8.21

북한 전역,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북한 전역

태풍

- 인명피해: 사망 59명

조선

(볼라벤),

- 이재민 : 44,000여 명

중앙통신,

홍수

- 주택, 건물, 농경지, 철도 등 유실 파손

조선일보

홍수,

- 인명피해 : 사망 88명

조선

산사태

- 이재민 : 93,000여 명

중앙통신

삼지연 관측 이래 최저 영하42도

조선

- 피해보고 없음

중앙TV

이상한파
태풍

평안남북도

(무이파),

황해남북도,
함경도,

홍수

강원도

8.08
2008.7.23. ~
7.24

- 인명피해 : 사상자 70여 명

중앙통신,

- 이재민 : 24,000여 명

주간

- 주택, 건물, 농경지 침수 유실 파손

북한동향

태풍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홍수
태풍

황해남북도,

(곤파스),

평양시
북한전지역,

홍수

평안북도,

홍수

함경남도

제1058호

(메아리),

자강도
2010.7.27. ~

조선

홍수

홍수

- 인명피해 : 14명

IFRC,

- 이재민 : 64,000여 명

국민일보

압록강 범람으로 신의주 침수
- 이재민 : 39,000여 명

- 이재민 : 17,000여 명

통일부
북한
정보포털
통일부
북한
정보포털
통일부

개성

홍수

- 주택, 건물, 도로, 농경지 침수

북한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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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18. ~
9.21

평양,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태풍
(나리), 홍수

- 주택, 건물, 농경지, 철도, 교량,
도로 등 파손
북한 최악의 수해피해

2007.8.07.~
8.14

- 인명피해 : 사망 및 실종 600여 명,

강원도,
황해북도,

홍수

함경남도

부상자 수천 명

조선

- 이재민 : 90여만 명

중앙 TV

- 주택, 산업시설 파손 : 1천여 동
- 공공시설 : 8천여 동

표1에 나타난 연도별 자연재해를 보면 홍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12년 사이에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모두 21회의 재해를 입었으
며, 이 중에서 홍수가 9회(42.8%), 태풍이 8회(38.1%), 가뭄이 3회(14.3%), 이상한파
가 1회(4.8%)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그림 1과 같이 홍수, 태풍의 순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태풍이 대부분 폭우를 동반하
여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하여 80% 이상이 태풍 또는 홍수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있다. 표1의 자연재해를 (1)태풍, 홍수, 산사태, (2)가뭄 및 이상기온, (3)지진 등
으로 발생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태풍, 홍수, 산사태 현황
기상청(KMA)

국가태풍센터에서

2011년에

발간한

‘태풍백서’에

의하면

2001~2010년(10년간)에 전 지구적으로 연평균 23회의 태풍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
서 매년 2.5회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2007
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반도에 피해를 준 태풍을 추정해 보면 연평균 24회의 태
풍이 발생하였으며 3회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 중 큰 피해를 준 태
풍의 이름과 경로는 그림 2와 같다.
대표적 사례로는 2007년도 여름에 북한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해피해를 언급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발생한 홍수와 태풍 나리(그림2(A))로 인하여 600여 명의
사망·실종자와 9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
로, 철도, 교량 등이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통일부가 2018년에 공개한 1995년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거의 매년 호우 피해를 겪었다. 이것은 통일부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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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앙통신 또는 중앙방송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다. 특히 2006년 피해 상황은
그해 8월 19일 남북한 적십자 실무접촉 시 북측이 공개한 피해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사망·실종자가 2005년
에 500여 명, 2006년에 150여 명, 2007년에 600여 명에 이르고 건물, 도로 및 교량
파괴, 농경지 침수 등 재앙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
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과 북한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2년도에도 북한은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그림 2와 같이 CRED
에서 발표한 재해 통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2012년 한해에 발생한 가뭄(황색),
태풍(녹색), 홍수(청색)로 말미암은 전 인구의 12.8%가 피해를 겪었다. 이것을 인
구 당 피해자 비율로 환산하면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A) 나리(NARI)

(B) 곤파스(KOMPASU)

2007/09/13 15:00 ~ 2007/09/17 00:00

2010/08/29 21:00 ~ 2010/09/03 03:00

(C) 무이파(MUIFA)

(D) 볼라벤(BOLAVEN)

2011/07/28 15:00 ~ 2011/08/09

2012/08/20 15:00 ~ 201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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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차바(CHABA)

(F) 솔릭(SOULIK)

2016/09/28 03:00 ~ 2016/10/06 00:00

2018/08/16 09:00 ~ 2018/08/25 03:00

그림 2, 2007-2018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태풍 이동경로
최근의 태풍 재해의 현황은 CRED에서 2017년에 보고한 ‘Annual Disaster
Statistical Review 201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6년
도 8월의 홍수로 약 5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숫자는 지진피해로 676명이
사망한 에콰도르와 태풍 피해로 546명이 사망·실종한 아이티에 이어 세계 3번째
로 높은 희생자 수를 보였다. 2017년 통일부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실종자뿐만
아니라 주택, 산업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이 침수·파괴되고 14만 명 이상의 이
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때 피해가 높았던 이유는 2016년 8월 19일부터 8월 31일 사이
에 발생한 태풍인 라이언록(Rionrock)과 9월 28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발생한 차바
(Chaba)(그림 2(E))의 영향이다. 이들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았지만, 남해안
을 지나면서 초속 59m의 강풍과 최고 659.5㎜의 폭우를 동반하였으며,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 역대 가장 강했다. 이 때문에 함경북도 무산 회령 등지와 두만강 유역
이 높은 피해를 초래하였다.
북한지역의 재해와 비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6년 남한에서도 사망이 4명,
3명의 실종과 고속철도(KTX)가 일시 운행을 중단되었고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뿐만 아
니라 울산지역에서는 차량 900여 대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다.
2018년의 태풍에 의한 북한지역의 재난피해 상황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태풍위원회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공동 주최
한 제13차 워크숍에서 북한 측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

010

ESCAP은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로써 역내의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및
자원에 관한 사업 등 아·태 지역 경제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2018년
8월 20일경 동시에 발생한 태풍 룸비아(RUMBIA)와 솔릭(SOULIC)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태풍 룸비아는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고 중국 대륙으로 이동했으나, 태풍이 몰
고 온 열대성 저기압으로 북한의 서북지방에 강한 강수현상을 보였다. 연이어 남한 쪽
에 상륙한 태풍 솔릭(그림 2(F))의 영향으로 강원도 원산지역에 400mm 이상의 강수량
을 보였다. 특히 원산과 인접한 북한의 문천시는 12시간 동안 502mm의 강수량을 보
여서 2011년 7월에 겪었던 517mm에 이어 북한 기상관측 사상 2번째 기록이 되었다.
북한은 이 두 태풍에 의해서 두만강과 대동강이 범람하였고 북한지역의 하천하류지역
에

전역이 홍수(큰물)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자유 아시아방송과 NK 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이때 발생한 피해 규모는 사망실종자가 151명이고 이재민 수는 1만 명 이상으
로 밝혀졌다.
표 2. 2016년 세계 10대 호우재해 사망자 통계(CRED, 2017)

가뭄 및 이상기온 발생현황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한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도 2018년 여
름에는 전례 없는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북한의 만포, 중강, 장강 지역이 40도가
넘는 이상고온이 5일 이상 지속되었다. 북한 주민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폭염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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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연이은 가뭄과 겹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북한은 2015년에도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및 경제적 재해를 겪었다. 당시 조선
중앙통신과 국내 통일부 보고에 의하면 100년 이래 최대의 자연재해로서 재해의
강도는 CRED에서 2016년에 발표한‘Annual Disaster Statistical Review 201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2015년도에 발생한 세계 10대 자연재해를 CRED에서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가뭄(황색)으로 인한 이재민의 숫자가 인구 백만 명당 18명으로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재해성 피해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숫자는 홍수 피해(청색)를 입은
인도의 백만 명 당 13.71명보다 더 높은 숫자이다. 그해에 발생한 아프리카의 이
디오피아(10.20), 소말리아(4.70), 말라위(2.80), 남아프리카(2.60) 등지의 가뭄 피해
보다 컸다. 피해의 정도를 국별 인구비율로 비교하여 보면 북한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피해를 입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15년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10대 희생자 수

지진발생 현황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현황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상종합정보 사이트
(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에서 발표한 국내 지진목록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최근 10~11월 발생한 지역은 황해남도와 그 이전에 발생한
지진은 황해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등 동서, 내륙 등으로 일정한 지진발생 지역
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2010년에서 2018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을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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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분석에 의하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다른 해보다 3~5배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근거가 명확
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
에 의한 여진이 지속적으로 측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남한과 북한의 지진 발
생빈도를 보면 북한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대
륙에 인접해 있고 환태평양 지진대라 부르는 소위 불의 고리(Ring of Fire)에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8년도 한 해만 98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표 4. 2010년도 이후 한반도 지진 발생 현황(진도 2.0 이상)
발생 연도

한반도 전체

남한

북한

2010

42

32

10

2011

52

42

10

2012

56

49

7

2013

93

86

7

2014

49

39

10

2015

44

41

3

2016

252

229

23

2017

223

197

26

2018.10.31. 기준

98

84

14

이 중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은 14회이다. 최근 10~11월 발생한 지역은 황해
남도이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지진은 황해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등 동서, 내
륙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없다. 다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
진을 남북한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냈다. 이 그림에 의하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다른 해보다 3~5배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
상이 발생한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 의한 여진이 지속적으로 측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남한과 북한의 지진 발생빈도를 보면 북한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대륙에 인접해 있고 환태평양 지진대라 부르는 소위 불의
고리(Ring of Fire)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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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반도 지진 발생빈도와 남북한 비교(출처: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기상청(KMA)에서 발표한 국내지진 규모별 순위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17년 사이
에 발생한 지진 중에는 1980년 1월 8일에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5.3이 3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것은 경주의 진도 5.8이 발생한 2016년도 이전이었
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 그러나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 정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의하여 북한은 지진의 안전지대라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지역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높게 미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중에서 2018년은 북한
지역에서 폭염, 가뭄, 태풍, 홍수, 산사태 등 대표적인 자연재해를 모두 겪은 전형
적인 기간이었다. 2018년 8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일간지를 통해서 북한
의 실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로동신문’에 게재된 자연재해와 관련되는 기사를 신문 발행일 순으로 정리
한 것이다. 8월 2일 자 신문에서는‘온 나라가 떨쳐나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내용에서는 고온과 가물
(가뭄의 북한식 표현)과의 투쟁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선동하고 있
다. 자연재해 앞에 있는 북한 당국과 주민의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매일

- 13 -

014

각 지역별, 단체별로 고온과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투쟁에
동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8월 8일 로동신문에서는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전군중운동으로 벌리자’는 북한
의 지도자 김정은의 교시로 시작되는 사설을 게재했다. 또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
국의 요청을 인용하여 ‘산림보호는 산림조성 못지않게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라
는 부제목을 기사에 붙였다.
8월 20일 로동신문에서는‘예견성이 있는 큰물 피해막이 작전’을 소개했다. 그리
고‘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큰물 피해를 철저히 막자.’고 알리고 있다. 이
때는 태풍 솔릭(Soulik)이 예보되었기 때문에 고온과 가뭄 관련 기사 대신 홍수 피
해에 대비하도록 북한 주민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태풍의 피해가 발생한 시기
라고 예상되는 8월 26일에는‘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자.’며 홍수 대비를 알리는 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과
NK 조선에 의하면 이 태풍으로 인하여 15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그러나 피해 상황에 대한 기사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로동신
문에 게재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문은 온통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홍보사진으로 채워졌
다.

결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사아 지역에 더욱 뚜
렷한 기상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를 비롯한 UN의 자연재해
북한지역 현장 조사단이 2018년 북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발생 현황과 피해
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다.
(가) 북한의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첨단화와 북한 기상수문국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나) 모든 기상 및 환경측정은 즉시 자동기상관측소로 전환해야 한다.
(다) 환경 및 기상 관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정과 기기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환경 분야 및 기상수문국 직원의 기본적인 기술 역량은 우수하다. 그러나 국
외 훈련 등을 통한 최신 기술습득, 외국어 능력 향상, 인터넷 접촉,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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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부족하다.
(마) 북한 경제상황을 보면 환경 및 기상수문국의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므로 중국 등과 협력하여 UN의 인도로 적극 지원하여
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반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환경관련 부서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극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 한국정부나 기상청이 북한의 재해당국과 환경부서 및 기상수문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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