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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림황폐화로 인해 매년 홍수와 산지토사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산지토사재해 

피해저감과 통일 이후의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북한 내 산림복구와 사방사업 관련 기술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발행된 사방공학 관련 논문 146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학적 특성과 논문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VOS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적 변화에 따라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관련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관련 연구주제는 (i)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 (ii) 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 (iii) 사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공, (iv) 사
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안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김일성 집권시기에는 (ii) 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영역의 

점유비율이 높았으나,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시기에는 (i)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에 관한 연구영역의 

점유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방공학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써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대비하

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North Korea has experienced floods and sediment-related disasters annually since the 1970s due to 
deforestatio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technologies and trends related to forest restoration and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be properly understood in a bid to reduce damage from sediment-related disasters in North Korea, 
and to effect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following unification. This paper presents a literature review and 
bibliometric analysis including 146 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North Korea. First, we analyzed the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We then employed the VOSviewer software package to classify the research topic and 
analyzed this topic based on the time change. The results showed that articles on the topic have consistently increased 
since the 1990s. In addition, research related to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has been classified into four subjects 
in North Korea: (i) assessment of hazard area on soil erosion and soil loss, sediment related-disasters; (ii) hydraulic 
and hydrologic understanding of forests; (iii) reasonable construction of soil erosion control structures; and (iv) effects 
and management plan of soil erosion control works. The proportion of research related to the (ii) hydraulic and 
hydrologic understanding of forests had been significant during the reign of Kim Ilsung. However, the proportion of 
research related to the (i) assessment of hazard area on soil erosion and soil loss, sediment-related disasters, increased 
during the reign of Kim Jongil and Kim Jongun. Using these results, our analysis indicated that an interest in and 
need for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in North Korea has continually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forestry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serve as 
essential data for better understanding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in North Korea.

Key words: text-mining, research tren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 sediment-related disaster, 
soil ero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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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현

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산림황폐화가 심각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Maplecroft, 

2011; Song et al., 2012). 이러한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

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식량난

을 극복하기 위한 다락밭, 비탈밭 건설과 무분별한 남벌 

등이 제기되었다(Hwang, 1997). 일반적으로 비탈밭은 경

작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던 토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여 자연재해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Okou et al., 2014; Monsieurs et al., 2015; Yu 

et al., 2016).

북한은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연이은 홍수와 산지

토사재해가 발생하여 인명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 피해

를 초래하였으며(MOU, 2018), 북한의 재해위험도는 191

개 국가 중 39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년 

동안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Index for Risk Management, 2017).

산림이 훼손되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지표침식이 발생

하고 계곡과 하천에 퇴적되어 강바닥을 높이게 되면서 

홍수와 산지토사재해 등의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

(Lee and Jin, 2008).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은 사방사업이다. 사방사업은 산지 및 계류

에 식생을 조성하거나, 구조물을 시공하여 임지를 보전

하고 토양의 생산·이동을 조절하여 산지토사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방사업의 

효과는 1970년대 산림녹화를 통해 과거로부터 경험적으

로 인식되었으며(Lee et al., 2017), 최근에는 실측, 또는 

다양한 실내실험 및 모델(Chun, 1990; Cho, 2005; Seo et 

al., 2016)을 통해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북한에서도 홍수와 산지토사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공

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방공학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북한 치산치수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농업수

리화(격월간지)’에는 홍수 피해저감을 위한 산림관리법

과 공법, 시공 및 유지보수 방법, 산지토사재해의 요인과 

위험지 판정 등 사방공학 분야에 대한 논문이 다수 발행

되었다(Ahn et al., 2010). 이와 같이 북한에서도 홍수와 

산지토사재해의 심각성, 예방과 복구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외적

인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대응책과 복

구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그 피해도 정확히 집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산지토사재해 피해저감과 통일 이후의 국토관

리를 위해서는 산림복구와 사방사업 관련 기술 및 동향

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

로 적대적, 체제경쟁 관계로 분단된 후 반세기 이상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교류 또한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Kim, 2007). 더욱이 북한에서 발행되는 문헌

이 국내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와 문헌의 

체계 등이 서로 상이하여 각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림복구와 사방공학 분야 연구·

기술의 기초자료로서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발행된 사방공학 분야

의 논문을 수집·선별하였고, 문헌학적 분석과 텍스트마이

닝 기법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선별된 논문의 발행시기와 각 연구분야별 특성을 비교하

였고, 북한 사방공학 분야의 연구영역과 연구동향의 시

간적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사방의 개념과 범위 검토

북한에서 ‘사방’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대상

은 북한 내 치산치수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농업수

리화에 게재된 Ju and Seo(1999)의 논문과 림업기술문답

집(산림편)이다. Ju and Seo(1999)의 논문은 북한 내에서 

시행되는 사방사업의 명칭과 정의, 대표적인 사방공법을 

소개하고 있다. 림업기술문답집(산림편)의 경우 남한의 

사방기술교본과 유사하게 대표적인 사방공법과 더불어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2편의 

문헌검토를 통해 북한에서 ‘사방’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

하였고, 남한의 ｢사방사업법｣과 ｢사방기술교본｣의 수록 

내용과 비교하였다.

2. 논문 자료 수집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자료수집을 위해서 북한과학기

술네트워크(http://www.nkscholar.com)를 검색기반으로 활

용하였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는 북한 산림분야의 대

표적인 학술지인 ‘산림과학’을 비롯한 32개 학술지, 

86,000여 편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기간은 학술지의 최초 원문제공시기인 1960년부

터 2016년까지이다. 검색 키워드는 북한에서 발행된 사

방공학 관련 문헌의 사방공종명과 북한과학기술네트워

크의 남북과학기술용어사전 내 임학 분야 용어를 토대로 

선정하였다(Appendix Table 1). 먼저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논문 총 899편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1차적으로 검

색된 논문 중 제목 및 내용 검토를 통하여 사방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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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선별하였고, 특히 연구대상지가 산림(또는 해안

림)지역인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최종적으로 걸러진 총 146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Appendix Table 2).

3. 논문의 문헌학적 특성

북한에서 발행된 사방공학 분야 논문의 문헌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논문의 발행연도를 기준으

로 집권시기별, 연구분야별 발행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일부 논문에서 지도자 혹은 당의 교시를 명시하여 해당

연구의 목적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의 학술연구는 철저히 지도자의 교시 및 당의 정책에 부

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행됨으로서(Jeon, 2010) 

대부분의 문헌에 정치⋅사회적 통치이념이 반영되어 당

시의 시대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권시기

별 발행특성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1948∼1994년), 

김정일(1994∼2011년), 김정은(2011년∼현재) 집권시기

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분야의 경우 국내 「사방

사업법」의 사방사업 구분 기준인 산지사방사업, 야계사

방사업, 해안사방사업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이상의 통계

분석은 SPSS(Ver. 22)를 이용하였다.

4. 논문의 연구영역 분석

북한에서 발행된 사방공학 분야 논문의 연구주제와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은 논문 내 핵심어들의 관계파악을 위

한 집약체인 논문의 개요, 목적 등을 정량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기존의 정성적 문헌분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and Lee, 2018). 텍스

트마이닝 분석 연구 중 Lee et al.(2017)이 텍스트마이닝

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국외 지진 유발 산지토사

재해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바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동향(Go and Eo, 2017; Jin and Eo, 

2018; Lee et al., 2019)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은 논문의 집약체인 제

목과 초록, 키워드에 출현한 주요단어를 활용한다. 하지

만 수집된 북한 논문의 대부분은 초록과 키워드가 기술

되어 있지 않고, 연구내용 또한 1∼2쪽 내외로 제한적이

었다. 따라서 논문의 제목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특성

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형태소 분석기인 

Knowledge Matrix Plus(Ver 0.80)를 이용하여 논문 제목 

내 유사어, 약어, 접속부사 등을 정제한 단어를 추출하였

다(KISTI, 2016). 이때, 총 3편이상의 논문에서 출현한 단

어만을 이용하여 동시출현단어 분석의 기초자료를 구축

하였다. 추출된 단어는 VOSviewer(Ver 1.6.10)를 이용하

여 동시출현단어 분석과 네트워크 지도 시각화를 실시하

였고, 연구영역과 각 연구영역별 주요단어를 구분하였다

(Van Eck and Waltman, 2010; Lee et al., 2017).

시각화된 네트워크 지도는 네 가지 속성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 주요단어가 표시되고, 각 주요

단어가 포함된 원의 색깔은 연구영역을 구분한다. 이때, 

원의 크기는 주요단어의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각 원과 원

의 거리와 실선은 주요단어의 상호 연관성이 높음을 나타

낸다. 여기서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고, 실선은 연관성이 높은 주요단어의 연관성을 나타낸

다(Van Eck and Waltman, 2010; Lee et al., 2018).

5. 논문의 세부연구영역별 비교

각 논문의 제목에서 출현하는 연구영역별 단어비율을 파

악하여 각 연구영역에 있어서 집권시기별 점유비율을 산출

하였다. 이때, 각 논문에서 출현한 연구영역별 단어(구)의 

수를 연구영역 전체 단어(구)의 수로 나누어 연구영역별 

단어출현빈도를 표준화하였으며, 이후 표준화된 각 논문의 

연구영역별 단어출현빈도를 각 논문 내 표준화된 연구영역

별 단어출현빈도의 총합으로 나누어 논문별 단어출현빈도

를 표준화하였다(Van Eck and Waltman, 2010; 2014).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각 논문의 연구영역별 점유

비율을 동일 발행연대별로 합하여 각 연구영역의 발행연

대별 점유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술한 바와 같

이 집권시기에 따른 연구영역별 점유비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방의 개념과 범위

전술한 2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사방’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한 결과, Ju and Seo(1999)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

방사업을 사방야계공사로 명명하였으며, ‘산과 개울에서 

산사태를 비롯하여 흙모래흐름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사방야계공사는 대상지

에 따라 크게 사방공사와 야계공사로 구분하였다. 사방

공사에는 비물흐름길 바로잡기 공사, 산비탈물길 및 계

단 건설, 녹화, 물빼기대책공사, 바람막이, 모래막이담 등

의 기술, 야계공사에는 물길파기 및 물기펴기 공사, 제방 

및 수제 건설, 낙차공 또는 골막이 등의 기술로 분류하였

다. 이외에도 림업기술문답집(산림편)에서는 사방사업을 

산지보호공사로 명명하였다. 이때, 산지보호란 ‘자연지리

적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산비탈면과 

산개울, 산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침식을 막으며 메마른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늘

이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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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산지보호공사는 대상지에 따라 크게 산허리보호공

사, 산개울보호공사, 모래막이공사로 구분하였으며, 산허

리보호공사에는 산허리계단, 산허리물길, 홈막이, 옹벽, 

산허리돌쌓기 등의 기술, 산개울보호공사에는 골막이, 기

슭막이, 물길정리, 바닥다짐, 제방, 호안림 조성 등의 기

술, 모래막이공사는 바람막이담, 나뭇가지보조담, 풀심기 

등의 기술로 분류하였다.

전술한 두 문헌에 제시된 사방공종을 남한의 사방기술

교본(Korea Forest Service, 2014) 내 사방공종과 비교한 

결과는 Appendix Table 3과 같다. 북한에서의 사방사업을 

남한의 사방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사방공사 또는 산허리

보호공사(남한의 산지사방사업), 야계공사 또는 산개울보

호공사(남한의 야계사방사업), 야계공사 또는 모래막이공

사(남한의 해안사방사업)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남한

에서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 생활권사방으로 구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부 분야의 구분에서는 조금 상이

하지만, 사방공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술구성이 유사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임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

도 사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 분야에서 사방사업은 ‘자연개조사업’의 일

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개조’, ‘인간개조’와 함

께 3대 개조사업에 포함되었다. 즉, 북한은 자연을 개조의 

대상으로 판단하며, 사방사업을 수원고갈과 홍수를 방지

하여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더 나아가 국토운영의 효율성

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eo, 

2008; Park et al., 2009). 임업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사방사

업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료되나, 남한의 경

우 1980년대 녹화사업 완료 이후 국토보전보다는 토사재

해예방 및 피해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국토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논문의 문헌학적 특성

북한에서 사방공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논문 발행은 

1962년을 시작으로 약 30년 후인 1990년대부터 점차 활성

화되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Figure 

1(a)]. 집권시기별 논문 발행경향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 

집권시기 연평균 0.7편, 김정일 집권시기 4.9편, 김정은 집

권시기 7.2편으로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집권자가 변화하

면서 관련논문 발행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b)]. 이와 같이 집권자에 따른 논문 발행편수 변화는

(1970년대 이전 DB 구축이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도) 당

시 정책기조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1950년대 남북한 모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산

림이 황폐화되었으나, 남북을 비교하였을 때 북한은 남

한에 비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산림을 적극 개발·이용하는 정

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

작했다. 더욱이 1970년대 식량부족으로 농경지를 확대하

기 위해 다락밭 건설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였고, 1990

년대 이후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이 지속되자 다락밭 건

설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Park et al., 2011; Park 

and Park, 2017). 이와 같이 인민의 생존을 위한 산림의 

개발·이용 관련 정책을 시행했던 김일성 집권시기는 사

방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크게는 산림 보호에 대한 관심

과 필요성이 저조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유래 없는 자연재해와 경

제난으로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었으며, 지속적인 다락밭

의 증가는 곧 산림황폐화로 이어져 홍수로 인한 주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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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the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classified by years in North Korea. 
(b)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the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classified by reign period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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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침수 및 산지토사재해의 원인이 되었다(Park et al., 

2011; Park and Park, 2017). 이에 김정일 집권시기에는 

산지토사재해 발생원의 관리보다는 하류에 위치한 가옥 

및 농경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야계사방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된

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야계사방사업은 하천의 물매를 

조절하고 물의 흐름속도를 낮추어 침식과 홍수를 줄인다

는 점에서 중요한 재해방지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Ahn et al., 2010). 하지만 이 시기의 사방공학 분야 연구

는 홍수나 산지토사재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다락밭의 토

양침식 방지와 같은 유사 분야에 적용되어 김정일 집권

시기는 산림의 개발·이용과 보호·관리적 측면이 상충하는 

시기라 할 수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복구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지속적으로 국토관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였으며,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선언하는 등 과

거보다 적극적인 양묘, 식수 등의 산림복구사업을 진행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산림관리정책과는 차별되는 

비탈밭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임

농복합경영 계획, 김일성종합대학 내 산림과학대학을 창

설 등 직접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방법과 인력을 양성

하는 노력을 보였다(Kim et al., 2016; Oh et al., 2018). 

이와 같이 강력한 산림복구 정책에 따라 김정은 집권시

기의 산지사방사업에 관한 논문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해안사방사업의 경우 타 연구분야에 비해 논문이 

미진하였는데, 이는 간석지를 조성하여 농경지를 확대하

는 정책의 영향으로 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

분 간석지에 국한된 것으로 사료된다.

3. 논문의 연구영역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논문 146편의 제목을 대상으로 

단어(구)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3편이상의 논문에서 출

현한 단어(구)는 총 103개로 나타났다. 추출된 단어(구)

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연구는 네 개의 연구영역으로 구분되었다

(Figure 2). 각 연구영역별로 출현한 주요단어(구)를 살펴

본 결과, 제 1 연구영역에서는 ‘침식’, ‘연구’, ‘평가’, ‘토

양’, ‘[유]류역’, ‘영향’, ‘지형’, ‘지대’, ‘모형’, ‘조성’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제 2 연구영역에서는 

‘특성’, ‘물’, ‘계산’, ‘강’, ‘모래’, ‘흐름’, ‘속도’, ‘정리’, 

‘곁수’, ‘높이’ 등의 단어가, 제 3 연구영역에서는 ‘산림’, 

‘하천’, ‘결정’, ‘고려’, ‘합리적’, ‘급류’, ‘문제’, ‘체계’, 

‘기초’, ‘구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제 

4 연구영역의 경우 ‘방법’, ‘큰물’, ‘지역’, ‘관리’, ‘토지’, 

‘[이]리용’, ‘조절’, ‘건설’, ‘계획’, ‘선정’ 등의 단어가 높

은 빈도로 출현하였다(Appendix Table 4).

이와 같이 분류된 주요단어(구)를 토대로 각 연구영역

의 주제를 의미론적으로 파악한 결과, 제 1 연구영역은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에 관한 

연구영역으로 판단하였으며, 제 2 연구영역은 ‘산림의 수

리·수문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영역, 제 3 연구영역은 ‘사

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공’에 관한 연구영역으로 판단하

였다. 아울러 제 4 연구영역은 ‘사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

안’에 관한 연구영역으로 판단하였다.

각 연구영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논문과 국내 유사 논

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연구영역(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과 관련해서 Park(2015)

은 리기다소나무림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토양침식량을 

분석하였으며, Hyeon(2004)은 기상 및 지리적 인자의 수

량화 Ⅱ류 분석을 통해 비탈면 침식구역을 평가하였다. 

Yeo and Lee(1996)는 강우인자 및 지형·지질인자의 회귀

분석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Jo and Song(2014), Park and Kim(2014)은 사면안정해석

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예측하였다. 특히, Yeo and Lee 

(1996)의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Woo et al.(2014)의 산

사태 위험지도와 관련된 연구와 유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지형·지질인자를 이용하여 산사태 위험도 예측 

모형을 개발한데에 공통점이 있다. 이로서 북한의 사방

공학 분야에서 통계적, 물리적 접근을 통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연구영역(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과 관련해서 

Han(1998)은 호안림에서 포플러나무의 간격과 높이에 따

른 유속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식재 간격을 

제시하였다. Jeong and Hong(2006)은 소나무림의 강우량

과 강우강도, 풍속에 따른 차단손실을 분석하였고, Lee 

(2010a, 2010b)는 낙엽송의 강우분배와 증산특성을 분석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산림의 물 조절 능력 평가가 홍수

나 산지토사재해를 막기 위한 기초라고 하였으며, ‘치산

치수’와 같이 북한에서도 물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

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

기에 수행된 Kim et al.(2005)의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

효림의 강우분배 분석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남북한 모두 수리·수문학적 연구가 산지토사재해 메커니

즘 이해 및 사방구조물의 설계와 배치에 있어 주요한 부

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연구영역(사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공)과 관련해서 

Cha(1996; 1998)가 계류의 곡선반경, 유속, 경사에 따라 적

합한 기슭막이 종류를 제시하였고, 기초의 동결을 고려한 

구조물의 기초깊이를 결정하였다. Kim and Hyeon(2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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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골막이 간의 거리, 골막이의 높이, 시공비용을 고려

하여 골막이의 합리적인 시공위치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 Jeong and Ma(2007a; 2007b)가 기상인

자 및 하천형태학적 인자, 입지특성의 수량화Ⅰ류 분석

을 통해 사방댐 시공위치를 예측한 연구, Song and 

Chae(2013)가 습윤지수와 무한사면안정해석을 통해 사

방댐의 위치와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최근 국내

에서는 기존의 구조물 대책뿐만 아니라 산사태 예보체계 

구축 및 운영(Lee et al., 2015), 산사태 조기경보를 위한 

센서의 반응분석(Kim et al., 2016) 등의 비구조물 대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산사태 위험지 평가를 제외한 비구조물 대책에 대한 연

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제 4 연구영역(사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Baek and Jeon(2003), Moon and Baek(2004)이 비탈밭의 

토양침식을 막기 위한 식재방법과 토양 관리방법을 제시

하였고, Choi and Kang(2003)은 경과년수에 따른 산림의 

홍수조절능력을 평가하였다. Kim(1999)의 경우 산림의 

홍수조절기능과 동시에 가축의 초본수요와 주민의 연료

(땔감) 수요를 고려하여 산림토지이용계획 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영역은 국내에서 Choi(2011)가 임

분성장 및 숲가꾸기가 장기 물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숲

가꾸기의 합리적인 주기를 분석한 연구, Youn et al. 

(2011)이 숲가꾸기가 산사태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석한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 2 연구영역(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에 관

련된 현상과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제 1 연구영역(토양

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의 관련된 연구

가 수행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제 2 연구영역(산림의 수

리·수문학적 이해)과 제 1 연구영역(토양침식 및 유실, 산

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 3 

연구영역(사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공)이 현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연구영역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아울러 제 4 연구영역(사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안)의 경

우 모든 연구영역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실현가능

한 연구영역으로서 나머지 세 연구영역을 아우르는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4. 논문의 세부연구영역별 비교

집권시기별 각 연구분야의 점유비율을 비교한 결과

(Figure 3), 김일성 집권시기에는 제 2 연구영역(산림의 

이

이

The 1st research area

: Assessment of hazard area on soil erosion
and soil loss, sediment-related disasters

The 2nd research area

: Hydraulic and hydrological
understanding of forests

The 4th research area

: Effects and management plan
of soil erosion control works

The 3rd research area

: Reasonable construction
of soil erosion control structures

Figure 2. Research areas and thematic map based on text-mining and co-wo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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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문학적 이해)의 점유비율이 타 연구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김일성 집권시기는 

사방공학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수문학적 현상과 더불어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김정일 집권시기에는 제 1 연구영역(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의 점유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타 연구영역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반면에 제 3 연구영역(사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

공)과 제 4 연구영역(사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안)의 점유

비율이 김일성 집권시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조물 대책 연구가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사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사방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도 함께 수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 1 연구영역(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의 경우 과거로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

였고, 김정은 집권시기에는 절반이상의 점유비율을 차지

하였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집권시기에는 단순히 경험

적 모델을 활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데 그쳤다면, 

김정은 집권시기에는 다양한 통계적, 물리적 모델을 활

용하여 토사생산부터 토사의 이동 및 붕괴까지 전 과정

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시기는 구조물 대책

뿐만 아니라 비구조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지토사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연구가 수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 수행된 산지토사재해(Xu et al., 2015; 

Yang et al., 2019) 및 토양침식(Zhuang et al., 2015) 분야 연

구의 주요단어를 분석한 결과, ‘Landslide’, ‘Slope stability’, 

‘Soil erosion’, ‘GIS’, ‘Remote sensing’, ‘Hazard’, ‘Logistic 

regression’, ‘Numerical modeling’, ‘RUSLE’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제 1 연구영역(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과 관련된 단어로서 

최근 북한에서 수행되었던 사방공학 분야 연구가 국제적

인 연구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 연구는 북한의 산림복구와 사방공학 분야 연구·기술

의 기초자료로서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

하였다. 발행 논문편수를 분석한 결과, 북한 사방공학 분

야 논문의 발행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

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북한의 사방공학 관련 연

구는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 ‘산

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 ‘사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공’, 

‘사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안’ 등 네 개의 연구영역으로 구

분되었다. 이들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김일성 집

권시기에는 ‘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영

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시기에는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에 관한 연

구영역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북한에서 사방공학 분야 연구가 지

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북한 사

방공학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즉, 북

한도 남한과 동일하게 산지토사재해 피해저감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있으며, 연구적 측면에서 유사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방공학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논문에 한해서만 분석되었으며, 남북한의 용

어차이로 인해 내용파악이 어려워 제외된 문헌도 있었

다. 아울러 한글의 복합명사, 동의어에 대한 프로그램의 

분해능력 또한 연구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과학기술 교류와 적정기술의 현

장적용을 위해서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통한 공통분모를 모색해야한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수행

된 사방공학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동향 파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것과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정량적, 객관적 분석을 통한 연구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또한, 문헌 고찰에 그쳤던 대북 연구의 한

계점을 극복하고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연구동향을 명료

하게 하여 기존의 정성적인 연구결과들을 구체화시켰다.

추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

방공학 분야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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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classified by reign period in 
North Korea.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8권 제4호 (2019)476 

내 연구사례 및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이후 관련 사례를 

대상으로 북한에 적용 가능한 연구·과학기술이 정립되어

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북 연구와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써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

력을 대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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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lassification Keywords (North Korean)

Location 산림, 산림지역, 산지, 산간, 산허리, 비탈, 사면, 기슭, [유]류역, 야계, 계류, 계곡, 개울, 골짜기, 해안

Cause 강우[수], 장마, 무더기비, 폭우, 태풍, 큰물, 바람, 화산, 지진

Effect [산]사태, 붕괴, 토석류, 땅미끄러짐, 풍화, 침식, 삭박, 패임, [유]류실, [유]류출

Countermeasure

사방, 복구, 구조물, 산허리보호공사, 산개울보호공사, 모래막이공사, 지형정리, 홈막이, 비물흐름길 

바로잡기 공사, 산비탈(계단)물길, 사방계단, 바람막이, 모래막이담, 돌림물길, 물기펴(파)기, 수제, 제방, 

언제, 모래잡이, [낙]락차공, 흙층 지지구조물(흙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바닥다짐, 암거, 돌주머니, 

떼, 파종, 녹화, 식수, 조림

etc. 소류력, 안정성, 토질

Appendix Table 1. Keywords used in this study.

No. Author Year Title Journal
1 강진조, 길정환 1962 초산 지역의 산지 침식과 그 방지를 위한 연구 과학원통보

2 리창연 1982
비탈밭의 침식량계산에서 수학적방법의 응용을 위한 
연구(1)

지질과지리

3 리창연 1982
비탈밭의 침식량계산에서 수학적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2)

지질과지리

4 허창국 1987 큰물에 대한 비탈면조절의 동력학적비선형특성 기상과수문

5 허성근 1988
산지하천의 관측자름면에서 겉면흐름속도곁수를 계산해 
본 경험

기상과수문

6 박찬영, 최정조 1988 확장부를 가진 일체식안장기초 기술혁신

7 장태호 1989 식물피복에 의한 강수의 차단손실모형 기상과수문

8 송재수 1989
모래불해안에서 지형요소특성값에 따르는 알굵기조성의 
변화특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9 김성근 1989 급류하천의 흐름특성과 물길정리 농업수리화

10 허창국 1990 류역이 매우 작은 비탈면에서 막흐름방정식계 기상과수문

11 김최일 1990 산지비탈면에서 무더기비 류출과정모형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2 리수길 1990 모래잡이언제의 기술관리 농업수리화

13 조순희 1990 산간지대 중소하천 개수리론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농업수리화

14 주상진 1990 산비탈 계단과 단쌓이를 어떻게 하는가 농업수리화

15 김치룡 1990 산지하천정리설계에서 조도곁수선정 농업수리화

16 주상진, 서재록 1990 침식과 그 특성 농업수리화

17 리상근 1990 산경사면침식에 대한 동력학적연구 지리과학

18 전광일 1991 급류하천의 계산구간결정에서 고려할 문제 농업수리화

19 리선득 1992 물침식과정이 토양의 지력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20 김창길 1992 뿔굴개다짐기에 의한 사석언제의 중심속벽다짐 농업수리화

21 최지묵 1992 토양의 건설지질학적구획화 농업수리화

22 남하련, 김호봉 1994
국토건설계획작성에서 사방야계구조물 건설위치의 
선정방법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23 남창근 1994 중소하천에 흙, 모래가 쌓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농업수리화

24 리희봉 1994 패임과 쌓임을 막기 위한 산간지대 중소하천정리경험 농업수리화

25 장춘일, 정명성 1995 《ㅇ-ㅊ》강사이지대의 신기삭박량결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26 한영천 1995 뽀뿌라나무그루에 의한 강하천물길정리 농업수리화

27 최영일 1995
산지소하천류역에서 기초흐름량을 고려한 
큰물류출량계산모형

농업수리화

28 유영권 1995 산허리 돌뚝계단쌓기에서 지켜야 할 몇가지 기술적 문제 농업수리화

29 남창근 1996 강기슭보호에 좋은 버들 농업수리화

Appendix Table 2. Articles related to the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in North Korea (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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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2. (Continued)

No. Author Year Title Journal
30 차운선 1996 개울의 기슭막이는 어떤곳에 배치하는가 농업수리화

31 리수길, 최윤심 1996 나무심기에 의한 사태와 흙모래씻김 막기 농업수리화

32 려성화, 리수길 1996 사태발생의 요인과 위험지판정 농업수리화

33 조순희, 황학건 1996 산간지대 중소하천 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농업수리화

34 박창이 1996 산지하천에서의 수위계산방법 농업수리화

35 박일추 1996 강기슭보호림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수리학적저항 농업수리화

36 김현철 1997 사태지역에서 물패임막기대책 기술혁신

37 라문역, 곽일환 1997 바다물높이와 지각변동에 의한 해안지형의 장기변화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38 조순희 1997 강뚝의 호안구조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농업수리화

39 미상 1997 개울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다짐이공사 농업수리화

40 차운선 1997 공적기슭막이의 구조치수 농업수리화

41 차운선 1997 돌기슭막이의 시공 농업수리화

42 미상 1997 사방야계공사와 큰물 농업수리화

43
김현철, 오성찬, 
박련보

1997 화강암지대에 발생한 사태지에서 침식방지대책 농업수리화

44 윤영식 1998 강하천물길을 규모있게 정리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농업수리화

45 권오성 1998 공적모래잡이언제의 마루에서 물흐름량곁수 m값 결정 농업수리화

46 차운선 1998 동결의 영향을 고려한 개울구조물의 기초깊이 결정 농업수리화

47 한영천 1998
뽀뿌라나무그루 간격과 높이가 강물흐름속도에 미치는 
영향

농업수리화

48 리수길 1998 사태와 침식을 미리 막자면 농업수리화

49 김순철, 리명근 1999 토석류의 형성인자들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50 김성준 1999
물조절가능을 고려한 산림토지리용계획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51 리경일 1999 버들호안과 뽀뿌라나무호안림 농업수리화

52 주상진, 서재룡 1999 사방야계공사란 무엇인가 농업수리화

53 오기풍 1999 산비탈면에서 장마철침식막이대책 농업수리화

54 리경일 1999 호안림조성과 강기슭보호 농업수리화

55 김철우 2000 산지하천에서 골막이체계배치의 한가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56 조명봉, 김철우 2000 지역사방야계건설최량화계획작성의 한가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57 박성열, 정재석 2000
불스밈층지반에 놓인 열린 콩크리트물길벽뒤 
비탈면에서 땅속물의 스밈해석

농업수리화

58 리수길, 김광주 2000 산림상태에 따르는 류출변화특성 농업수리화

59 김광주, 김학연 2000 산비탈면침식에서 흙모래와 영양원소류실량 농업수리화

60 량윤근 2000 산허리물길계획을 위한 흙, 모래 흐름의 속도와 량 해석 농업수리화

61 김철우, 현종열 2001
산지성개울골막이체계의 합리적인 배치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62 한경철, 김영일 2001 강골지형상관층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63 최봉환 2001 장마철산기슭보호 농업수리화

64 강옹룡 2002 토양환경의 물리적파괴에 대한 정량적평가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65 조순희 2002 급류하천의 정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문제 농업수리화

66 오광일 2002 토양류실을 막기 위한 밭고랑의 합리적인 방향결정 농업수리화

67 김순금 2002 토양류실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밭고랑길이결정 농업수리화

68 최광일 2002 밭과 비탈지에서의 비물흐름과정 계산 농업수리화

69 김재석, 김영일 2003 강바닥의 형태학적특징에 대하여 기상과수문

70 최기학, 강성애 2003 하천류역의 자연조절능력에 대한 평가 기상과수문

71 백선식 2003 비탈밭에서 토양침식을 줄이는 띠식간작방법 기술혁신

72 김희성, 박창일 2003 사태위험지평가를 위한 수값지형모형과 그 적용에 대한 연구 지질및지리과학

73 현종열 2004 기상 및 지리적요인에 의한 산지비탈면침식평가모형 기상과수문

74 김재석, 김영일 2004
물흐름의 수리학적요소와 강바닥의 
형태학적요소들사이의 관계

기상과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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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 Year Title Journal

75 김효창, 홍은삼 2004 소류역에서 강수-류출특성에 대한 실험 기상과수문

76 문윤국, 백선식 2004 비탈밭의 토양침식을 막는 효과적인 토양관리방법 기술혁신

77
리동식, 김정철, 
한경철

2004
하상충적물의 알굵기분석에 의한 강골구분방법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78 로동웅 2004 강하천에 건설하는 나무방틀언제의 계산 농업수리화

79 리주남 2004 식물호안에 대한 요구와 리용되는 식물들의 특성 농업수리화

80 김룡균, 박경식 2005 식물구역을 형성한 강하천구간에서 거칠음곁수결정 농업수리화

81
신정심, 김수근, 
정영성

2006 울림협곡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82 미상 2006 산골짜기의 물곬과 큰물피해 농업수리화

83 채규철, 김도철 2006 산비탈면에서 물스밈량정하기 농업수리화

84 정대근, 홍은삼 2006 식물에 의한 강수의 차단손실의 몇가지 실험결과 농업수리화

85 박봉주 2006 식물호안조성방법 농업수리화

86 림영일, 도원일 2007 가루모래질해안의 운반물운동특성과 퇴적계산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87 권정남 2007 물흐름상태를 고려한 중소하천정리방법 농업수리화

88 송기웅, 김현도 2007
산간지대 급류하천의 굽은 구간에 더 쌓을 
제방여유높이계산

농업수리화

89 리수길, 김혁 2007
큰물피해와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류역의 합리적인 
산림관리기준

농업수리화

90 현종열, 박은정 2008 모호수학적방법에 의한 산지비탈면침식구역평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91 현종열, 박은정 2008 인공신경망방법에 의한 산지비탈면의 사태저항성평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92 백은정, 최광수 2008 산림생태계 물조절기능의 정량적평가방법 농업수리화

93
장춘일, 길정철, 
조동명

2009 골침식특성량에 의한 토석류발생구역예측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94 김영호 2009 무더기비에 의한 사태발생모형 농업수리화

95
김광철, 강진조, 
한창남

2009
바람침식위험성평가에 대한 연구 지질및지리과학

96 리정옥, 백현성 2010
《ㄹ》강발전소류역에서 침식세기에 영향을 주는 
지형기후학적인자 평가

기상과수문

97
한광혁, 리향근, 
김창련

2010 수문지질학적요인에 의한 암반사태발생위험성예측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98
한광혁, 리향근, 
김창련

2010 암반사태발생위험성예측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99 강동철, 최광수 2010 GIS기술을 적용한 저수지류역의 침식량평가방법   농업수리화

100 리영철 2010 사행하천에서 합리적인 수제배치방법 농업수리화

101 리인남 2010 창성이깔나무림의 강우분배에 대한 연구 농업수리화

102 리인남 2010 창성이깔나무림의 증산특성에 대한 연구 농업수리화

103 김경준 2010
BP인공신경망모형에 의한 ≪ㅁ≫지구 산림토지 
면침식위험성평가

자연과학

104
장춘일, 길정철, 
최명렬

2010 잔류지형에 의한 사면침식과정연구 지질및지리과학

105 송학철 김만성 2010 토양침식위험지평가에 대한 연구 지질및지리과학

106 량영철 2011 비선형완구배방정식에 의한 해안지형변화계산방법 기상과수문

107 송학철, 지충혁 2011
류출 및 하천운반물형성에 영향을 주는 
토양알갱이조성평가방법

기상과수문

108 박은정 2011 비탈면침식구역평가의 한가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09 강동철, 리원일 2011 저수지류역의 침식을 막기 위한 골막이방안 농업수리화

110 김승오 2011 경사지에서 토양침식의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지질및지리과학

111 홍영일 2012 지리정보체계기술에 의한 바람침식세기평가방법 기상과수문

112 전동건 2012 산간지대 비탈밭에서 강냉이짚피복에 의한 보호농법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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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박은정 2012 신경망모형에 의한 사태지역등급화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14 김성준, 김철만 2012
산림토지의 합리적리용에 의한 소류역의 
큰물조절기능제고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15 장의준, 김성남 2012 위성사진해석에 의한 사태위험성평가 농업수리화

116 남승철 2012 비탈면침식에 대한 지형학적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질및지리과학

117 채규철, 조경준 2013 바람속도특성과 합리적인 방풍림사이거리결정방법 기상과수문

118 한경철 2013
산지비탈면에서 운반물의 침퇴적과정에 대한 
지형실험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19 미상 2013 강하천정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자 농업수리화

120 미상 2013 사태의 형태 농업수리화

121 정재석, 김향희 2013 스밈성재료에 의한 산기슭물길경사면의 보강두께결정 농업수리화

122 조성빈, 송학철 2013 자연지리적조건이 사태발생에 미치는 영향 농업수리화

123 최광수, 리동철 2013 저수지류역에서 바람침식위험지대 평가 농업수리화

124 리영진, 리철민 2013
사태의 발생에 미치는 주요인자들의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125 윤철호, 윤남혁 2013
창성이깔나무림농복합경영림에서 토양침식량평가와 
침식에 안정한 구조모형결정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126 정명철, 박창일 2013 사태발생위험성평가를 위한 공간자료기지구축에 대한 연구 지질및지리과학

127 송학철 2013
수력발전소저수지류역에서 토양침식을 고려한 
산림조성우선권지역평가방법

지질및지리과학

128 박정일, 김천일 2014 사태발생위험지평가에 대한 연구 과학원통보

129 송학철, 조성민 2014 산간지대에서 큰물발생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기상과수문

130 김경홍 2014 산사태발생에 대한 일반적평가 기상과수문

131 리동철 2014 RS, GIS를 리용한 해안변화특성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32 조성빈, 송학철 2014 서해안 내륙산간지대에서 사태발생위험성평가 농업수리화

133 최윤재, 김광진 2015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서 산허리물길계단의 배치간격 농업수리화

134 김성철 2015 지방재료언제의 산경사면기초속벽접촉부시공 농업수리화

135 박영주 2015
세잎소나무림농복합경영림에서 토양침식량평가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136 허정범, 최림 2015
아한대북부내륙고원지대에서의 침식지등급설정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137
장용철, 리천호, 
강형기, 리소하

2015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서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

산림과학

138
리진혁, 박세운, 
김성호

2015
토양침식보호에 미치는 식물피복의 영향

생물학

139 최영일 2016 화산분출때 큰물의 형성 및 변형과정에 대한 모의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40 김영일, 정수남 2016 화산분출때 토석류의 변형과정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141 미상 2016 강하천정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자 농업수리화

142 미상 2016 관개관리사업을 산간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업수리화

143 김명환 2016 저수지에서 류역침식과 퇴적막기 농업수리화

144 송학철 2016 큰물발생특징과 그 원인 농업수리화

145 리혜련 2016
큰물피해막이대착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요담보

농업수리화

146 김영남, 윤철호 2016 밤나무림농복합경영림에서 토양침식량평가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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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orth Korea South Korea

Hillside erosion control works
(사방공사, 산허리보호공사)

녹화(초본, 목본) 녹화공사

사방계단 단쌓기, 조공, 등고선구공법

비물흐름길 바로잡기 공사, 산비탈물길 산복수로공

산비탈물길 및 계단 건설 산복수로공 및 단끊기

물빼기대책공사 속도랑배수구

지형정리 비탈다듬기(뭉기기)

흙층 지지구조물 설치 산비탈흙막이

(산흠 방지용)산비탈구조물 설치 누구막이

홈막이 땅속흙막이 및 누구막이

Torrent erosion control works
(야계공사, 산개울보호공사)

물기파기 및 물기펴기 공사 야계(계간)수로공

제방 및 수제 건설 둑쌓기, 수제

흙모래잡이구조물 건설(모래잡이언제 등) 골막이, 사방댐

낙차공 또는 골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기슭막이

바닥다지기 바닥막이

Coastal erosion control works
(야계공사, 모래막이공사)

(바다가, 강기슭)바람막이담, 모래막이담 방풍책

나무가지보조담 퇴사울세우기 및 정사울세우기

풀심기 사초심기

Appendix Table 3. Comparison of soil erosion control techniq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ppendix Table 4. Top 20 most frequent words in each research area classified by text-mining and co-word analysis.

Research area Top 20 most frequent words (North Korean)

1st 침식, 연구, 평가, 토양, [유]류역, 영향, 지형, 지대, 모형, 조성, [유]류출, 위험, 사태, 해안, 운반물, 발생,
과정, 변화, 저수지, 식물

2nd 특성, 물, 계산, 강, 모래, 흐름, 속도, 정리, 곁수, 높이, 언제, 흙, 사이, 요소, 나무, 특징, 해석, 밭고랑

3rd 산림, 하천, 결정, 고려, 합리적, 급류, 문제, 체계, 기초, 구간, 골막이, [임]림농복합경영, 구조, 개울, 배치,
호안, 제기, 계단, 기슭막이

4th 방법, 큰물, 지역, 관리, 토지, [이]리용, 조절, 건설, 계획, 선정, 작성, 사방, 야계, 피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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