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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대외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구축 및 표준화 미흡 등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북한 국토정보의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하여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공동활용 방안 마련
 이를 위하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활용 가능성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의 효과성 제시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체계를 제

시함으로써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수요자 맞춤형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 남북한 양측의 수요를 반영하여 남북교

류협력이 시급한 우선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기반 조성
 (기관별 자료 공개 및 공유) 북한 국토정보 구축시 예산의 중복과 소요시간 절감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자료 이외에는 공개 및 공유를 원칙
 (표준화 체계구축)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참여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체계 구축
 (평가 및 검증체계 마련)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국토정보

구축, 고도화,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평가 및 검증체계를 마련
 (추진전략 및 로드맵 구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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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
∙ 종합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이 긴요
∙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 방안과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국토분야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 국토정보 관련 국내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정책지원 가능성 검토
-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의 가능성을 검토
∙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
인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방안을 제시
- 기존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으로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에 중
점을 둔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
※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구축:
국토연구원의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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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며 범부처적 공동활용이 필요한 북한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함
∙ (내용적 범위)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조사, 북한 국토정보 공
동활용의 가능성 검토,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 제시
∙ (연구방법)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자 면담조사, 원격탐사기법 및 GIS를 활용한 북한 국토정보 융·복합 활
용방안, 경기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내용 검토 등
그림 1 | 공간적 범위 (북한지역 및 접경지역,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대상지역)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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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 국내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는 농업, 환경, 산림, 국방·안보, 통계 등의 다
양한 분야에 대하여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국토실태DB 등), 통일부(통계정보, 산업·인문정보 등), 국토지리
정보원(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환경부(토지피복도 등), 통계청(경지경
계구획도 등) 등이 있음
∙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서 북한 국토정보 활용을 통해 생산한 주
제도 및 고부가가치 산출물 등의 활용현황 조사
-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와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인구
분포, 시계열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산림황폐화 및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단위 산출 등
∙ 다양한 북한 국토정보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되고
이로 인해 중복구축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 해외에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국방·안보 및 인도주의적 측면 등에서 관심의
증가로 인해서 공간정보를 포함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 및 제공
- GISCorps, USGS-EROS, Engage DPRK, 38 North, NOAA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GADM, DIVA-GIS 등에서 다양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 오픈라이선스로 제공
- 국내의 북한 국토정보는 상당부분이 대외비인데 반하여 해외의 북한 국토정
보를 보유한 기관들은 데이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농업, 산림, 인구,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국토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학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
- 국내의 북한 국토정보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해
외에서는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분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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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활용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문제점) 접근불능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북한 국토정보 공개
기피 및 표준화 부재 등으로 인한 공동활용의 어려움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과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
공동활용 및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북한 국토정보의 통합 활용체계 구축
그림 2 | 북한 국토정보 현황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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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방안
∙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이
되는 융·복합 데이터 구축이 요구
-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 융합기술과 타 국토정보와의 융합기술을 통
해 고부가가치 산출물(주제도 등)을 생산하고 이를 정책의사결정자들에게 제
공함으로써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음
-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와 위성영상 등의 최신의 공간정보를 융·복합함
으로써 정책지원에 필요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또는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검증에도 활용 가능
∙ 북한지역의 거주가능지역 추정을 위한 이종의 국토정보(SPOT, Landsat 등)
등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음
그림 3 | 위성영상 자료의 융·복합 활용(경사도, 표고, 식생지수 등) 을 통한 북한지역의 거주가능지역 추정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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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선정을 위하여 정보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개성과 해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국토정보 구축
∙ 구축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함으로써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필요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검토 (<표 1> 참조)
- 다양한 기관의 북한 국토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및 개발가능 대상지 선정에 관련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가능
표 1 |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선정을 위한 북한관련 기관의 다양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북한 국토정보

국토정보 구축 기관

SPOT 위성영상
(2019.5)

프랑스 CN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지오셋아이 위성영상 보정(5m)

토지피복분류도

국토연구원

- 서해경제공동특구: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무감독분류를
통해 토지피복분류
- 개성시 및 인접지역, 해주시 및 인접지역: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객체기반분류를 통해 토지피복분류

공간적 인구분포

국토연구원

2016년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中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결과

DEM

국토지리정보원

경사도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를 활용하여 경사도 구축

도로

GloBio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

철도

DIVA-GIS

https://www.diva-gis.org

공항

DIVA-GIS

https://www.diva-gis.org

항만

DIVA-GIS

https://www.diva-gis.org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국토연구원

연구진 지오코딩

행정경계도

DIVA-GIS

https://www.diva-gis.org

주요 명소

국토연구원

연구진 지오코딩

사회·경제적 여건

북한지역정보넷

...

...

자료: 연구진 작성

x

출처 및 구축방법

2015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
ac=A0601&mc=AD0103&direct=1
...

□ 동해관광공동특구의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와 입지 대상지 선정을 위해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다양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함으로써 범부처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검토
- 본 연구에서 제작한 토지피복분류도(SPOT 영상 활용)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국내기관 자료와 DIVA-GIS 등의 해외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
∙ 다양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관광 공간
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제공
그림 4 | 북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주요 관광지와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대상지(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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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
□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 및 역할
∙ (개념)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란 위성정보 기반의 데이터 통합 및 국토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 국토개발과 자원관리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체계임
∙ (역할)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남북교류협력 및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정책 수립 지원
-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개방을 기반으로 한 활용체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
∙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역
할분담, 북한 국토정보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체계 및 거버넌스 마련
그림 5 | 북한 국토개발 및 자원관리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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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주관기관(국토교통부 또는 통일부(안))은 참여기관
(북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의 실무자 조사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활용분야를 도출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평가를 수행
∙ 주관기관은 수요자 맞춤형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요 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서(URD: User Requirements Document)를 통한 요구정보 수집
∙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우선순위와 보안성 등을 고려한 국토정보 활용 분류 및 남
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 방안 도출
□ 북한 국토정보 수집체계
∙ 국내 북한 관련 사회·경제·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토정보 수집
∙ 해외의 북한지역 국토정보 데이터 구축 및 보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수집체계
- GADM, DIVA, NACIS의 Natural Earth, NOAA의 SEDAC, Engage
DPRK 등의 해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지역 국토정보 수집체계 마련
∙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한 북한 연구 관련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통한 수집체계
□ 북한 국토정보 생산체계
∙ 접근불능지역이라는 정보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위성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
- 과학적인 국토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위성
영상 및 빅데이터 등을 연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산출물(안)
∙ 북한 관련 기관(중앙부처, 소속 산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상호교환이 가
능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화 할 수 있는 북한지역 국토정보 생산체계 구축
∙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즉 데이터는 생산단계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 이외에도 데
이터의 정확성 확보 등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어야 함
- 데이터 정책을 위한 가치의 문제, 인식적 측면의 중요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활용 중심의 이동, 데이터 활용자 간(예: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간 등)의 격차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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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토정보 공유체계
∙ 북한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한 국토정보 활용 협의체 구
성을 통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유
∙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보유 및 구축하고 있는 북한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 프로토타입 구축
∙ 향후 프로토타입의 고도화를 통해 국토정보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관과의 데이터 상호교환을 통한 공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지도 자료 검색 및 주요 정보

자료: 연구진 작성

□ 북한 국토정보 검증체계
∙ 탈북자 및 북한사회 경험자를 통한 북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검증
∙ 초고해상도 위성영상(50cm급)을 통해 북한의 주요 대상지역의 국토정보 검증
∙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협업(MOU 등)을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와 기존 정보를 이용한 비교 검증체계 마련

xiv

5.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안
□ 정책제안
∙ (수요자 맞춤형 북한 국토정보 활용) 정책실무자들과 북한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시적으로 정책수립이 시급한 우선지역을 대상으로 DB 구축 및 공동활용 촉진
∙ (공개 및 공유) 예산의 중복 및 소요시간 절감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수요가 있는
북한 국토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자료 이외에는 공개 및 공유
∙ (참여기관 협의체)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북한 국토
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체계 구축
그림 7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

자료: 연구진 작성

□ 향후과제
∙ (범부처적 정책자료 구축)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참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융·복합 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지원 자료 구축
∙ (단계적 실천 로드맵)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을 마련
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구축
∙ (북한 국토정보 활용 확대방안) 한반도 신경제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확대방안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시대의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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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접경지역 및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주요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적 범위에
따른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북한 국토정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국정과제 90)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국정과제 93) 등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국정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한반도 국토발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
수립(2018년 6월) 등을 통해 한반도 국토발전의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한반도의 국토 현안을 파악하
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 등의 실태 정보가 부족
한 상황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위성영상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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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기적이며 최신의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범부처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
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
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
년 3월까지 남북 공간정보 구축, 연계,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로드맵 수립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공간정보 관련 여건 및 환경을 분석하고 공간정보 자료공
유 및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1). 따라서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의 주관기관은 현재 북한 공간정보를 구축 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으며 북한 관련 중앙부처인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국토지리정보원, 그 외 중앙부처 기관과 소속 산하기관, 연구기관은
주요 의사결정기관이자 참여기관이 될 수 있다.
좀 더 종합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국토발
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북한의 국토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취득과
축적, 변화과정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전략 수립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
히, 북한지역과 관련한 연구는 국토정보 데이터와 연구결과들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
으며 대외비로 공유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는 있으나 북
한 관련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70%이상이 관련자료 및 자료목록 자체가 대외비로 자료를 구득 및 활
용이 어렵다(강민조 외. 2017). 즉 북한 관련 정보는 구축된 자료가 매우 적고 국방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공유와 활용에 제한적이다(강민조 외. 2016a). 특히, 북한
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고해상도의 위성영상 자료는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중
점을 두고 있어서 타 기관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다(예: KOMPSAT 영상).

1) 국토지리정보원. 2019.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로드맵 수립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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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가능성’
을 검토하고, 기관 간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범부처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들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 국토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국토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범부
처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국토정보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타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북한이 접근불능지역이라는 특목적
하에서 범부처 거버넌스 활용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 국토
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남북교류협
력 대비 정책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국토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지
역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서 우선 북한지
역 국토정보의 국내외 데이터 구축현황과 활용현황을 조사한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는 일정 주기로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지역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될 필
요가 있다.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분야별(산림, 농업, 국방 등)·기관별(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관련 연구원) 로 구축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분야별·기관별 활용현황 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 논문도 조사를 한다. 즉 이러한
국내외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첫째, 북한 관련 부처·기관에서 구축·보
유하고 있는 여러 북한 국토정보들의 공동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하
여 각 기관별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방안을 마련하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여러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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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한반
도 국토개발과 국토자원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지원에 적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접근불능지라는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타 분야에서 구축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으로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부처 거버넌스(중앙부처·기관 간 협업·역할분담)에 중점을 두고 북한지역 국토정
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
계」는 크게 정책지원을 위한 활용체계, 수집 및 생산체계, 공유 및 검증체계로 구분하
여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국토연구원의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한다.

그림 1-1 | 남북접경지역 국토정보 활용체계 기반구축 방안(예시)

자료: 강민조 외. 2018.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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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며 범부처적 공동활용이 필요한 북한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그림 1-2 | 공간적 범위(북한지역 및 접경지역,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대상지역)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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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조사, 북한 국토정보의 기관 간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
안 등을 주요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
으로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 현황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북한 관련 중앙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 구축·보유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 북한 국토정보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해외 기관의 북한 국토정보의 구축
현황과 분야별 활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즉,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중의 하나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
하여 북한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다양한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분석
함으로써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들이 구축한 북한지역 국
토정보의 융·복합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의 국
토정보 공동 활용방안을 적용사례로 제시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현재 정책
현안과제에 해당하는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과 입
지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활용방안을 사례분석 하였다.
즉,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북한지역 국토정
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역할을 기술하고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 국토정보 수집 및 생산
체계와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토정보
공유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국토연구원의 ‘북한지역의 국토

8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 또는 확대를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과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현황과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기관의 문헌자
료와 통계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관
련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기존 타 분야의 국토정보 활용
체계와는 차별적인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필요성과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 관련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서 북한 관련 기관별 북한 국토정보
구축 현황과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이 외에도 사업별 우선순위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와 같이 도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북한의 국토정보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 관련 연구기관과의 전문
가 자문회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관리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실태조사 및 국토정보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원격탐사기법과 GIS 등의 공간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여러
북한지역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방안과 함께 시각화를 통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
다. 특히,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영상 등
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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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북한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경기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북한
지역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웹페이지 구축기관과의 협동연구
를 통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유체계를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국토연구원 북한 국토정
보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다.

3) 연구 수행절차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 연구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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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로는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사공
호상 외, 2006), 접근불능지역의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신동빈 외,
2011; 김천규 외, 2015),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에 관한 연구(강
민조 외, 2016a),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강민조 외,
2017) 등이 있다.
첫째, 사공호상 외(2006)는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활용 실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양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북한지
역의 국토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접근불능지역의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신동빈 외
(2011)의 연구와 김천규 외(2015)의 연구가 있다. 신동빈 외(2011)는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비하여 향후 한반도의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단계별 국토정보 통합체계 구축전
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천규 외(2015)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을 준비할
시기에 대응이 가능한 국토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체계 개발 전략과 분서시스템 개발사
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 구남포·신의주·나선시를 대상으로 개발가능 후보지에 대한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인구분포에 관한 연구로 강민조
외(2016a)는 토지피복, 경사도, 표고, 도로, 건물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이 거주할 만한
인구분포 결과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민조 외(2017)는 통일대비 한반도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국토자원
관리 및 국토개발 위하여 북한의 토지이용실태 및 불균등 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
한 통일대비 한반도 국토자원 관리 및 국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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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 과제명: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
사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사공호상 외 (2006)
1
∙ 연구목적: 북한지역의 국토이용실
태의 종합적·체계적 조사 방안을
모색·정립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문헌·도면·인터넷 조사
∙ 조사항목 도출을 위한 빈도
조사
∙ 활용 실태분석을 위한 워크숍
∙ 실증사례 분석
∙ 새터민 면담조사

∙ 북한 국토이용자료 수요 조사
∙ 북한 국토이용자료 활용실태 분석
∙ 평양시를 사례지역으로 국토이용
실태 조사
∙ 북한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제시

∙ 접근불능지역의 공간정보 현황 및
∙ 과제명: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환경 분석
통합체계 ISP 수립연구
∙ 문헌 및 연구자료 조사
∙ 접근불능지역 정보 수요조사
∙ 연구자(년도): 신동빈 외 (2011) ∙ 관계기관의 현황 및 수요조사
2
∙ 공간정보 유통체계 구축전략
∙ 연구목적: 남북경협 등 포괄적인 ∙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의회
∙ 국토조사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국토정책 및 계획수립 기초과제 확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방안
보를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 국토정보통합체계 단계별 구축전략
∙ 과제명: 접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
합분석시스템 개발 시범연구
∙ 연구자(년도): 김천규 외 (2015)
∙ 연구목적: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국
3 토정책 결정과 계획수립을 위해 접
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합분석시스
템 구축 전략 및 추진방안을 제시
주요
하고 시범사업지역 후보지에 대한
선행
시범 분석
연구
∙ 과제명: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
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강민조 외(2017)
∙ 연구목적: 통일대비 한반도의 효율
적이고 균형적인 국토자원 관리와
4
국토개발 위하여 북한의 토지이용
변화 실태 및 경관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토지특성분석 결과에 대응한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
터링 및 활용방안을 도출함

∙
∙
∙
∙

∙ 접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합 분석
체계 개발 전략
관계기관 수요조사
∙ 접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합 분석
DB 구축현황 조사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방안
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한 전 ∙ 도시·주택부문 시범DB 구축(구남
문가 의견 수렴
포·신의주·나선)
시범분석 모형 개발(프로토입 ∙ 도시·주택부문 시범분석 모형 개발
개발)
(구남포·신의주·나선)
∙ 개발가능후보지 도출을 위한 시범
분석(구남포·신의주·나선)

∙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이용 모니
∙ 문헌 및 연구자료 조사
터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RS·GIS를 활용한 토지이용
∙ 원격탐사기법 및 GIS를 활용한 북
실태 분석 및 토지이용 특성
한지역의 지역별 토지이용 실태 및
분석
특성 분석
∙ 국토이용실태 사례분석
∙ 통일대비 국토관리·개발을 위한 국
∙ 전문가 의견수렵을 통한 통
토이용실태 사례조사
일대비 한반도 국토이용 모
∙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
니터링을 통한 국토정책 활
터링을 통한 한반도 국토정책 활용
용방안 도출
방안

∙ 과제명: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
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
∙ 연구자(년도): 강민조 외 (2016a)
∙ 원격탐사기법·GIS를 활용
∙ 연구목적: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5
한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북한의 공간적 인구분포를 보다 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확하게 추정함으로써 통일대비 북
활용
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를
구축하고 국토정책 활용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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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탐사와 인구추정의 이론적 배경
∙ 북한지역의 인구 및 토지이용 현황
∙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거주가능
지역 및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방 론
조사
∙ 북한지역의 거주가능지역 및 공간
적 인구분포 추정
∙ 공간적 인구분포 정보의 정책적 활
용방안 및 정책제안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 과제명: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 연구목적: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본연구
대비하여 국토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의 제고
방안을 제시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문헌 및 연구자료 조사
∙ 북한 관련기관 국토정보 수
요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원격탐사기법, GIS 등을 활
용한 한반도의 국토정보 사
례분석(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 협동연구를 통한 한반도 국
토정보 활용방안 제시

∙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 북한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방안과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제고방안
∙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방안
∙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 연구진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실태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더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의 남북한 제도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에 초점을 둔 반면에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관리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정책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첫째 방안으로는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의 남
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구축하
는데서 더 나아가 각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
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북한 관련 기관과 해외 공간정보 기관 등에서 구축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입지대상지 선정 등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또는 토지이용 정보와 변화에 따른 지역별 토지특성

제1장 연구의 개요 · 13

정보는 경제특구 등 남북경협 관련 정책에 활용 가능하며,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에 선
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공동특구, 관광공동
특구 등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국토개발과 국토자원관리
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의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북한 국토정보의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교
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관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참여기관에 시각화하여 참여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가능하도록 범부처적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참여기관들이 국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해나감으로써 북한 국토의 광역적 시계열 분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도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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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북한 관련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등의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을 살펴
보았다. 국내 북한 국토정보 실태와 비교하여 해외 기관별 북한 국토정보 구축 현황과 분야별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을 통해서 국내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내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1) 국내 북한 국토정보 구축 현황
(1) 분야별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보유 현황1)
국내에서 구축 또는 보유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현황을 농업, 환경, 산림 등의 분
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북한 농업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영농단지와 북한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즉, 북한 농림축산식품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에 대비하여 ‘북한농업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농업
분야의 공동발전 추진, 북한 농업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신동빈 외, 2011)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2015. 북한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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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Landsat 위성영
상을 활용하여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0년대 말의 7개 등급의 대분류 토지피
복도를 구축하였다. 환경부의 토지피복 변화도는 평양공동선언(2018.9.19.)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중의 하나인 산림협력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토지피복
변화를 통해서 북한의 산림 훼손이 심각함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환경부에서 구축한
북한의 시계열 토지피복 정보를 통해서 북한은 식량·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락
밭,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인해서 환경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피복현황에 대한 자료 구축을 통해 현재 및 남북관계 개선이후의 환경협력
관련 정책 활용을 위하여 북한지역 중분류(1/25천) 토지피복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2-1 |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자료: 연구진 작성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활용)

북한의 산림 분야에 있어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황폐지 분류도를 제
작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산림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산림 황폐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산림황폐지분류도 등을 제작하고 있다.
북한의 지역별 산림황폐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북한 전역을 남북접경, 중남부,
중북부, 북중접경 등 평양시, 수안군 등 총 11개소의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2)하여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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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북한지역 산림황폐 현황도(2008)(좌)와 11개소 상시 산림모니터링 대상지역(우)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내부자료. 2017. 국립산림과학원.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축적별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다. 북한 기
본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군사작전 활용을 위한 지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축척별
군사지도를 제작(갱신주기 2~3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군사지도일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 교육시설 등의 인문지리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 분야에서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원격탐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벼 재배면적을 추정하고 있다. 최근 대북정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지원을 위한
기반자료로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계청은 북한 지역의 벼 재배면적 모집단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2013~2017년)하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 작성방법을 결정(2018년)3)하였다.
고해상도의 국내 위성영상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의
농업통계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북한 전역의 벼 재배면적 산정을 위한 위성영상을
2) 국립산림과학원 내부자료. 2017. 국립산림과학원.
3) 국토교통부.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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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즉, KOMPSAT-2&3, RapidEye 등의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벼 재배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독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수치지형도와 Google Earth 등의 관련 참조자료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19년도 추진계획(국토교통부)

￮ 북한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정보 및 각종 지리정보 수집 및 정비
- 아리랑 위성영상(한국항공우주연구원), RapidEye 위성영상(별도구매),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국토지리정보원) 등 기반자료 수집
- 수집된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의 표본 단위에 따라 위성영상을
보정·정비하여 표본 공간정보 현행화

￮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19년도 시·도별 벼 재배면적을 추정
- 북한 벼 재배시기(‘19.6∼9)에 촬영한 위성영상*을 중첩하여 벼 재배유무 및 재배면적의
증감 등을 판독하고 재배면적 추정
* 아리랑 2·3·3A호 및 RapidEye 위성영상 활용
자료: 국토교통부.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p.38.

그림 2-3 |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통계청)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원격탐사 활용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사업. 착수연심회 (2019.04.2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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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및 보유 현황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역의 기본 공간정보 구축 및 고도화와 북한지역의 공간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국토이용 모니터링 자료는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높다. 예를 들
어, 통일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북한의 지식산업, 인문지리 등의 일반적인 북한정보
정세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북한 수치지형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1:5,000 영상지도 제작, 토지피복도, 임상도, 농경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제작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김천규 외, 2015). 이 외에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북한농업기본
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 산림황폐지, 국방과학연구소는 한반도 지형자료 등의 관련
주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표 2-1 | 중앙부처 기관유형별 보유 DB 현황
기관명

통 일 부

제작년도
(축적/해상도)

속성레이어

자료형식

⁕ 북한자료(반디스)

2011

⁕ 보고서/북한언론/웹정보/동향
보고/
북한자료센터

보고서
형태

⁕ 북한인물(반디스)

2011

⁕ 인물/북한조직

DB형태

현재 보유DB

⁕ 북한산업인문정보(반디스)
⁕ 통계정보
국방지형
정보단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

2012
(1/2.5만)
2012

⁕ 속성DB/ 수치지형도/주제도/
DB형태
영상자료
⁕ 통계청, 통일부 발표통계

DB형태

-

⁕ 북한 지명 목록 등 관련 속성
정보

-

⁕ 국토실태 DB

2018

⁕ 농지, 산업에너지, 산지, 주택도시,
환경

SHP

⁕ 모자이킹 위성영상 1/25,000

2018

-

TIFF

(자료목록자체가 대외비)

⁕ 수치지형도 1/25,000

2007-2009 ⁕ 40개 레이어

DXF,
DWG

⁕ 수치표고

2007-2009
⁕ 북한 전역
(10m)

DEM

⁕ 수치표고

2015(5m)

⁕ 정사영상

2015-2016

⁕ 북한 주요 도심지
⁕ 북한전지역(2.5m) 및 북한 주요
도심지(0.5m)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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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재 보유DB
⁕ 수치지형도 1/25,000 갱신
⁕ 연속수치지형도 1/25,000

제작년도
(축적/해상도)

속성레이어

2012-2014 ⁕ 40개 레이어
2014

⁕ 40개 레이어 중 25개 항목

⁕ 신의주, 평양 등 12개 주요 도시
기본공간정보
2018 (1/5천)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 지적원도

환 경 부

2018

...

SHP
TIFF,
SHP

⁕ 58,738매(2018년 약 19.6%
구축)

SHP
TIFF

⁕ 1990년대 말 대분류 토지피복도 2001 (30m) ⁕ 토지피복분류(7분류)

TIFF

⁕ 2000년대 말 대분류 토지피복도 2010 (30m) ⁕ 토지피복분류(7분류)

TIFF

농촌진흥청 ⁕ 하천유역 농경지 이용현황
국립농업과학원
⁕ 북한 농경지 분포도

통 계 청

DXF,
DWG

⁕ 1980년대 말 대분류 토지피복도 1999 (30m) ⁕ 토지피복분류(7분류)

⁕ 북한 농경지 이용현황

국립산림
과학원

자료형식

2002 (30m) ⁕ 북한전역 농경지 이용현황

격자형

2005 (2.5m) ⁕ 임진강 하류권 농경지 이용현황

격자형

2014

⁕ 북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원, 논, 도로, 묘지

SHP

⁕ 산림황폐지 구분도(대외비)

1999 (30m) ⁕ 개간산지/무림목지/산간나지

IMG

⁕ 산림황폐지 구분도(대외비)

2008 (10m) ⁕ 개간산지/무림목지/산간나지

IMG

⁕ 산림황폐지 구분도(평양시, 개성시,
2013 (5m) ⁕ 개간산지/무림목지/산간나지
혜산시, 고성군, 봉산군) (대외비)

IMG

⁕ 산림황폐지 구분도 (상시모니터링
2014 (5m) ⁕ 개간산지/무림목지/산간나지
대상지 11개소1)(대외비)

IMG

⁕ 산림황폐지 구분도(대외비)

IMG

2016

⁕ 개간산지/무입목지/산간나지

⁕ 경지경계구획도

2013 (1m)~ ⁕ 폴리곤

SHP

⁕ 경지경계구획도

2013 (0.7m)~ ⁕ 폴리곤

SHP

⁕ RHSeg무감독분류

2013 (5m)~ ⁕ 레스터

TIFF

⁕ 경지(논)경계구획도

2014 (1m) ~ ⁕ 폴리곤

SHP

⁕ 경지(논)경계구획도

2014 (0.7m)
⁕ 폴리곤
~

SHP

⁕ 경지(논)경계구획도

2015-2016 ⁕ 폴리곤 (남포시 등 7개 시)

SHP

...

...

...

...

주: 상시모니터링 대상지 11개소는 남북접경지역(개성시,고성군), 중남부지역(평양시,수안군), 중북부지역(안주시,북청군),
북중접경지역(신의주시,위원군,혜산시,삼수군,무산군)임.
자료: 김천규 외. 2015. 접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시범연구. p.30,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완하여 연구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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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프랑스의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다4).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북한지역 수치지형도의 40개 레
이어 중에는 도로경계, 도로중심선, 철도 등의 기본 공간정보의 범위를 넓혀 25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연속화 작업을 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 경계 등의 경계,
도로경계, 교량, 터널, 철도경계, 철도 중심선 등의 교통 자료, 하천 중심선, 해안선,
하천 경계, 실폭 하천 등의 수계자료, 제방 등의 시설물 자료, 등고선, 표고점 등의
지형자료, 이 외에도 식생, 건물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 | 북한지역의 도로, 철도, 건물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지도 활용)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북한지역의 수치지형도 이 외에도 SPOT5 영상을 활용하여
10m 해상도의 DEM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는
WGS84 세계 표준 좌표에 맞추어 연구지역의 레이어(shapefile)를 따라 수치표고모델
인 DEM을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DEM 자료로부터 경사도와 표고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4) 국토지리정보원. 2014. ’14년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지도 공동활용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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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SRTM DEM(90m)(좌) 및 국토지리정보원 DEM(10m)(우)

자료: 강민조 외. 2016.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p.75 재인용

중앙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이 외에도 공사 및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통일연구원, 에너지경
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북한 관련 국토 공간정보를 보유 또는 구축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고해상도의 KOMPSAT 위성영상을 통해 북한 전역
의 위성영상 한판 제작과 함께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한국농어촌연구원에서는 북
한지역의 과수원, 논, 도로, 묘지, 밭, 배수로, 저수지, 제방, 주택, 초지, 퇴적지,
하천 등의 농업생산기반 관련 인프라 실태자료를 벡터 파일인 shapefile 형태로 구축하
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15년 북한의 공항시설 현황을 1:25,000으로
도면화 하여 북한의 52개 주요 공항의 위치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6년 북한의 공항, 도로, 철도 등의 주요시설 현황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기상위
성센터에서는 천리안 영상을 통해 온도, 습도, 풍향 등 일기관측 자료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기관들에게는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이 외
에도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사업 및 과제를 통해서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헌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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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북한 관련기관 문헌자료(보고서)
수집기관

구분

수집항목

제작
시기

환경부

환경

토지피복도 지침

2014

∙ 토지피복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절차 및 방법

2015

∙ 북한 개발계획 현황, 주변국 북한관련 개발계획
-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등 중
앙급 경제특구 현황(면적, 지정일, 유형, 관련법,
주요기능, 자치권, 토지임차기간, 비자여부 등)
및 자강도, 남포 등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인프라
환경, 투자액, 면적 등)

2015

∙ 2015년 주요계획제도 동향, 유형별 지역별 건설
개발 동향
- 교통물류시설 및 공장시설, 농림어업시설, 광업
자원시설, 공급시설(발전소 등), 환경방재시설,
문화휴양시설, 교육복지시설, 근린주거시설 주요
내용 및 규모

2015

∙ 북한 주택공급계획 현황, 거주실태 및 시장화 동향,
노동신문 및 조선신보 2000년 이후 살림집 관련
현황
- 평양, 함흥, 청진, 남포, 신의주 지역별 주택거래가격

RapidEye 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논 면적
산정 연구 학회 논문

2012

∙ 2009년/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RapidEye
영상, Level 3A Product로 위치 및 정사보정
완료된 위성영상 이용, 밴드 합성을 통해 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조합분류, 논 면적 변화분석

북한의 공항시설
현황자료

2015

∙ 북한의 52개 주요 공항 위치도, 해발고도, 좌표

북한의 도로, 철도망도

2015

∙ 북한의 고속도로, 일반국도/지방도, 포장/비포장,
철도 복선/단선/협궤 현황

2015

∙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와 주요기업소, 2016년 필요
산업요지 추정, 산업입지 개발전략
- 평양·남포, 함흥, 청진, 신의주, 강계, 해주, 안주,
원산, 김책, 나진·선봉, 개성 산업지구에 대한 주요
기업소 현황
- 마스터플랜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요추정, 남북한
경제통합 시나리오 분석, 도시별 인구전출입 추정,
2016년 북한 지역 필요 산업용지 추정

북한 건설 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보고서

토지주택
연구원

주택·
도시

2015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보고서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보고서

국립농업
과학원

한국교통
연구원

농업

도로
2015년 북한 지역
산업입지 개발전략
연구보고 자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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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관

한국철도
시설공단

구분

제작
시기

상세내용

북한 지역 국토이용자료
공동 활동 워크숍 자료집

2006

∙ 도로·수자원·교통·농업·도시·건축 등 부문별 북한
지역 국토이용자료 현황
- 북한 행정구역별 도로현황 지표, 도로설계 속도,
고속도로현황, 교통관련 지표, 도로시설설계기준,
농업용수 개발지구, 수리시설, 도별 산림황폐지
및 비탈밭 분포 현황, 지형요인에 따른 사방지
구분 기준

북한교통지도

2007

∙ 북한 도로 종류, 하천, 세류, 습지 등 범례 및 주요
시군 소재지, 철도망, 철도역명, 섬, 산, 사찰 및
온천, 저수지 등 인덱스 자료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교통부문
관련 회의자료

2015

∙ 한반도 국토개발 시나리오, 부문별 기본 구상(도로망,
철도망)

북한 철도 개성~신의주
철도 현지조사자료

2007

∙ 개성~신의주 간 전 구간(412km), 여객열차 운영
실태, 북측 현지 조사열차 속도측정, 국제열차시간표
(역명), 역간거리, 교량 및 구조물 등 현황

기타 참고자료

-

∙ 북한 철도망도, 남북철도망도, 북한철도 주요 노선
현황, 남북철도 연결현황

2015

∙ 북한 평성, 순천, 청진의 주요시장 이름, 크기 및
배열(면적, 매대수), 시장역사, 시장거리, 주요판매
품목, 유통기능 등 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징 등
내용포함, 구글어스 사용, 대부분 POI정보

수집항목

철도

통일연구원

사회·
경제

...

...

...

...

...

자료: 국토교통부. 2018b. 2018년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추진방안 연구. pp.7~8
국토교통부. 2018a. 2017년도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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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 인구센서스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재정·기술
적 지원을 받아 북한의 중앙통계국에서 2008년 10월 1일~15일까지 실시한 인구일제
조사 결과에 해당한다. 이는 인구, 경제활동, 활동제약 등 7개 부문 53개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으며 인구센서스 전체 통계표는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같은 통계표 중에서 지역별 인구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표는 통계표2(행정구역별 219개 시/구역/군, 도농별, 성별 총인구), 3(11개 도
의 지역별, 15개의 인구규모별 지역수와 인구수), 46(도별, 도농별, 세대식구수별,
살림집형태별 세대수)에 해당한다(강민조 외, 2016a).

그림 2-6 | 통계청 북한통계의 북한 인구센서스 통계 서비스 목록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kosis.kr/bukhan (최종접속일: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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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는 북한정보포털,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 등을 통해 지역 속성정보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정보포털5)에서는 남북한 비교통계 자료(KOSIS 북한
통계),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텍스트 정보와 함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북한정보포털 지도에는 주제도 조회, 시설물/지명 검색, 공간검색 등
을 통해 공간정보 시각화와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 지도
에는 환경(수문현황), 사회(구금시설, 보건의료, 교육시설, 행정구역, 1992년 및
2008년 인구현황), 문화·예술(종교시설, 여가관광, 문화재, 체육시설), 산업·경제(공
업지구, 도로망, 터널, 교량, 항만, 공항, 양어장, 경작지, 황폐화지 등)의 부문별 주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지도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지도, http://nkinfo.unikorea.go.kr/NKMap/main/viewMain.do# (최종접속일: 2019.10.31.)

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지도. http://nkinfo.unikorea.go.kr/NKMap/main/viewMain.do# (최종접속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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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자료센터6)에서는 북한용어사전, 북한인물 정보, 북한 정기간행물과
신문, 통일부 발간물(통일백서,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북한동향 등)과 통일연구원
발간물(남북관계, 통일, 북한, 국제관계, 북한인권, 기타 등), 북한 교과서 등을 제공
한다. 또한 통일교육원7)은 북한 관련 도서 및 동영상자료, 남북관계 지식사전, 북한
지식사전, 남북회담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관련 법령, 통일부 북한통계포털과 링크시킨 북한 통계자료 등의 정보를 제
공한다.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지역정보넷은 북한의 자연 및 인문 지리정보를 행정구역별로
디지털화하고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국가지식포털과 연계하여 북한지역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① 공공적 정보 수요 충족, ② 학술적 필요 수
요 충족, ③ 남북경제협력 및 국가 산업발전 기여, 통일대비, ④ 사회통합에 있다.

표 2-3 |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지역정보넷의 사업 추진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2006~2007

2008~2011

2011~

사업
추진계획

북한 행정체계 및 지역 개관,
지명유래 DB 구축

읍면동리 단위 행정구역별 인문지리정보 구축
유물유적, 천연기념물 등의 동영상 추가, 멀티미디어형 콘테츠
구축

서비스
운영계획

북한의 최신 자연, 인문지리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정부와
교육기관, 언론, 민간기업을
포함한 연구자, 학생, 이산가
족 등 대국민 북한 지역정보
접근 기반 마련

북한지역 정보 DB의 전문화,
고도화를 통해 북한지역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민간 검색 포털, 언론사, 정부
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북한관련 종합정
보포털 기능 수행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최종접속날짜: 2019.9.2)

6) 통일부. 북한정보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최종접속일: 2020.3.24.)
7)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age/uniedu/main.do?mid=UNIEDU&
main=true (최종접속일: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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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의 의의는 북한지역 정보 접근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관광자원개발 및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기여,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경제협력 기여, 한반도 자연생
태 연구,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대비 사회통합에 기여 등에 있다. 북한지역정보넷은
행정구역, 자연지리, 인문지리, 유물유적, 인물정보, 민속·문화, 멀티미디어관(지도,
이미지) 분야로 나눠 자연·인문지리 정보를 제공한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지역정보넷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최종접속날짜: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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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북한연구소와 북한지하자원넷 등에서 다양한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북한연구소8)는 월간북한, 북한 관련 정책보고서, 북한총람, 북한대사전,
북한정치론, 북한경제론, 북한형법의 실상 등의 기타 북학연구소 발간 도서물 등을 제
공하고 있다. 북한지하자원넷9)은 북한 지하자원 및 광산 자료, 북한 광산물 무역통계
자료, 북한자원 동향 자료 이외에도 북한 관련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발간물, 남북한
주요지표 자료 등을 제공한다.

그림 2-9 | 북한지하자원넷의 북한 광산 분포

자료: 북한지하자원넷. 북한광산 분포. http://www.irenk.net/v3.1/page/p1_4.asp?m=4 (최종접속일: 2020.3.24.)

8) 북한연구소. http://www.nkorea.or.kr/main/page.html?pid=108 (최종접속일: 2020.3.24.)
9) 북한지하자원넷. http://www.irenk.net/v3.1/page3/p4_2.asp?m=2&page=7&table=board_201432113
483&x_text= (최종접속일: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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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북한 국토정보 활용 현황
국토지리정보원에서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제작한 북한의 수치지형도10) 도로,
교통, 수계, 시설, 지형, 식생, 건물 등의 국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수자원
공사,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지원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DEM 자료는 경사도, 표고 등의 정보 추출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의 북한 관련 연구과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강민조 외(2016a)의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와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한 북
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11)하였다. UN에서 제작한 북한지역의 2008년 인구
통계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인간이 거주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강민조 외(2016a)는 행정구역상의 통계 데이터(시도
별 인군분포 단계구분도)상의 인구분포 자료와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참조자료와
활용하였다. 대시메트릭12) 지도법을 활용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을 추출하여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너리
대시메트릭 기법을 활용하였다. 토지피복분류도를 활용하여 거주가능지역은 1 비거주
가능지역은 0으로 할당함으로써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
중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하여 인간이 거주할 만한 지역을 토지피복분류 등
급에 따라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고 세분화하여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로, 철도, 경사도, 표고, 빌딩 등의 다중 레이어 정
보와 함께 다중클래스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 정확도 검증을 통해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정확한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정보는 향후 북한 관련 정책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10) 국토지리정보원. 2014. ’14년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지도 공동활용 기반구축.
11) 강민조 외. 2016a.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2) 대시메트릭 지도법: 주 데이터와 관련된 보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단위를 더 세밀하게 나눠줌으로써 데이터의
세부내용을 재현하는 방법(김화환, 최진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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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 시도별 단계구분도와 다양한 대시메트릭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 강민조 외. 2016.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01

이 외에도, 국토연구원의 강민조 외(2017)는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자원관리13)를 위하여
Landsat등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림 황폐화지역 정보를 추출하였다. 북한은 1990
년대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산림자원 등의 국토 자원관리를 위하여 공간계획단위 산출함으로써 북한의
국토자원 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강민조 외
13) 강민조 외. 2017.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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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의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 등의 국토정보는 국토를 체계적으
로 개발하고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산림의 변화가 심화한 지역, 특히 산림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
역을 핫스팟 분석하기 위하여 Local Moran’s I14)를 활용하였다. 집중도 및 불균등 수
치가 높은 지역이면서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경관지수 분석을 통한 정량적 경관패턴 분석과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관리에
적합한 ‘공간계획단위’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공간계획단위’는 계산 및
직관적인 이해가 쉬운 오리지널 공간계획단위( )와 행정구역 등과 같은 경계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CBC(Cross Boundary Connection) 공간계획단위

(
)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지역 중의 하나인 동신군의



는

산림 파편

화가 심한 도심 및 농경지 개발 지역에서 ‘공간계획단위’ 가 작게 나타나고 동신군의
남부 지역 및 중북부 지역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1 | 동신군의 산림을 고려한 공간계획단위  (좌) 와 
(우)

자료: 강민조 외. 2017.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93, p.95

14) Local Moran’s I: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을 국지적 수준에서 공간적으로 군집된 패턴을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자기상관과의 관계에 대한 각 하위 지역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량을 제공하며 지역별 기여
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영향력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Hot spot과 Cold
spot, 그리고 공간적 이례지점 확인이 가능 (Anselin. 1994)

34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북한의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국토개발 및 대북 관계기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정보로서 접근불능지역의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15.12) 및 13개 도시 대상
으로 7개 부문(주택·도시, 농지·산지·환경, 산업·에너지)의 국토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16.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결과 산출물 등의 국토이용 실태분석 자료가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 내용에는 유형별(용적률, 건폐율 적용, 제1종 전용주거 및 일
반지역, 제2종 전용주거 및 일반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밀도별 세분화 및 추정
인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농지(논, 밭, 과수원 등), 산지(무림목지, 개간
산지 등), 환경(초지, 습지, 나지 등) 부문별 토지피복을 세분화하여 국토정보를 구축
하고 있으며 항만, 항공, 광산 등 유형별 산업·에너지 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
반시설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하여 지도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
□ ’19년도 추진계획

￮ 황해도·평안도 권역(약 62,500㎢, 약 5억원)을 대상으로 4개 부문(주택·도시, 산업·
에너지)에 대한 용도별 주제도 구축(‘19.5~)
- 3개 부문(농지·산지·환경)에 대해서는 ’21∼’24년까지 북한 전역 구축 완료 목표

￮ 최신 스테레오 위성영상(50cm급)을 이용한 1/5,000 수치지형도*,정사영상(50cm급)
및 수치표고모형(5m급) 수정제작
․
- 고성-원산, 개성-평양 구간 구축 완료(’18.6), 원산-나선, 평양-신의주 등 남북 도로·
철도 연결대상 구간 중 잔여구간 구축(’19, 약 20억원), 함경도 권역 구축(’20)
자료: 국토교통부.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p.39.

이 외에도, 2020년 발사예정인 국토교통부의 고해상도의 차세대중형위성영상을 활
용한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을 위한 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할
예정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국토위성 운영기관)은 국토위성의 활용촉
진, 현업 및 정책지원이 가능한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생산, 기술개발 등을 전담할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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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활용센터(가칭) 설립 추진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를 통해서 2020년 발사계획인 50cm 급의
고해상도 광학위성 영상 기반의 차세대중형위성 1, 2호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이에
따른 기반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
산하기관(49개 부서, 80인 응답)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영상 활용 수요조사15)를 실시
한 결과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활용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위성의 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위성활용센터(가칭) 건립을
통해 북한지역 국토이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경협 관련 정책수립을 위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북한 공간정보
통합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로써 기존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2-12 | 국토위성영상 활용분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자료: 국토연구원. 2016.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1권. 국토교통부 및 소속 산하기관
위성영상 활용 심층 수요조사 결과(2016.3.31.~2016.4.27.) p.8

15) 국토교통부 및 소속 산하기관 대상으로 국토위성영상 수요조사 실시 ( 2016.3.31.~20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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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국방·안보 및 인도주의적 측면 등에서
관심의 증가로 인해서 공간정보를 포함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1)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 구축 현황
(1) 미국의 GISCorps
미국의 GISCorps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정보관리 및 채광활동 프로그램(iMMA
P)16)에서 약 4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북한지
역을 대상으로 400개의 지도 시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도로, 도보, 철도 등의 교
통, 강 및 호수 등의 레이어와 스캔된 지도에서 지형지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출하고
있다. 북한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GIS를 활용하여 비상대비, 요구 평가,
식품 안전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운영계획을 수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 2-13 | GISCorps 프로젝트: 2015년 프로젝트 진행사항(좌), 디지타이징을 통해 지형지물 추출(우)

자료: GISCorps. https://www.giscorps.org/immap_dprk/ (최종접속일: 2019.5.21.)

16) 세계 식량 계획 (World Food Programme)은 GIS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는지도를 작성합니다. WFP는 상용 회사, 정부 기관 및 인도주의 파트너 네트워
크와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 중인 운영 국가의 GIS 데이터를 개발하거나 향상시킵니다. 이 데이터는 비상사태
대비, 필요 평가 및 식량 안보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운영 계획에 사용 (GISCorps, https://www.giscorps.org/
immap_dprk/, 최종접속일: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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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USGS 지구자원관측시스템 (USGS-EROS)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지구자원관측시스템(EROS)은 지구의 전체 지표(surface)
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획득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위성영상 사용자
들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 및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원격탐사자료(remote sensed imagery)를 수집, 저
장, 생산, 배포함으로써의 국토이용(토지피복, 토지이용 등) 모니터링, 재난재해 관리
등의 국토정책에 활용,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함으로
써 공공·민간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NASA로부터 전 세계를 촬영하는 30m
급 Landsat자료를 받아 처리하고 관리하며 위성영상 등의 자료를 보관하는 Digital
Library에 보관하여 사용자들이 언제든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해상도의 Landsat 위성영상 이외에도 저해상도의 MODIS, LiDAR 등의 Radar 영
상,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517))(<그림 2-14> 참조).

그림 2-14 | USGS EarthExplore

자료: USGS EarthExplore, https://earthexplorer.usgs.gov/(최종접속일: 2019.5.21.)

17) 국토연구원. 2015.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 기반 연구. 제1권 요약보고서. 국토교통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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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게이지 디피알케이(Engage DPRK)18)
Engage DPRK는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지원, 인도적 구호활동, 전문 인력 훈
련, 교육지원, 비즈니스의 5개 분야의 대북사업 현황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
간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정보를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계열 정보를 주기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Base layer
로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능지역 범위(Flooded-areas), 장마당(markets), 인구
(population)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이래로 거의 매년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므로 홍수로 인한 피해 가능범위와 장마당으로 알려진 북한의 시장 정보를 base
layer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그림 2-15 | Engage DPRK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레이어 및 통계정보

자료: Engage DPRK. http://www.engagedprk.org/ (최종접속일: 2019.5.21.)

18) Engage DPRK. http://www.engagedprk.org/ (최종접속일: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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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38 North
미국의 38 North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가존에 북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추론에 근거한 결과가 많이 존재하므로 북한을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자나 일반인들에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 경계, 농업, 통신, 문화, 시설물(댐, 에너지, 병원, 호텔, 주
택, 공장 등), 시설물 경계 등의 다양한 위치정보를 주제도로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대상의 축소 및 확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16 | 38 North 디지털 주제도

자료: 38 North DPRK. http://38northdigitalatlas.org/ (최종접속일: 2019.9.4.)

이 외에도, 38 North에서는 군사, 자연재해, 경제, 사회 관련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 정보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공하는 정보로는 2019년 8월 25일 우라늄 농축 공장 시설과 관련된
건물 근처의 차량 및 미확인 장비의 발견으로 우라늄 농축공장의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Pleiades 위성영상 정보를 제공하였다.

40

(5) NASA19)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SEDAC)
NASA의 SEDAC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공간적 인구밀도 추정자료를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의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시계열적으로 변화된 정보를 시각화하여 지도화 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17 | NASA SEDAC: 시계열 인구민도 및 변화 정보 제공

자료: NASA SEDAC. https://sedac.ciesin.columbia.edu/data/set/gpw-v4-population-density-rev11(최종접속일:
2019.9.4.)

(6)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20)
UNEP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전연맹)은
공동으로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세계보호지역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가장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지역의 경계, 규모, 형태 등에
19)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 우주국.
20) UNEP-WCMC(http://www.protectedplanet.net)(최종접속일: 2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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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간정보와 지정 유형, 설립연도, 관리기관, 기타 기술적 사항 등의 속성정보 등
을 포함한다. 보호지역의 목록은 IUCN의 보호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IUCN의 관리범주(Ⅰ∼Ⅵ)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규모
또는 관리 형태의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역적 및 국제적 협약·동의에
의해 지정된 것도 포함한다.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에는 총 34개
보호지역이 있으며, 육상 2,976㎢(국토면적의 2.44%)과 해양 26㎢(해양면적의
0.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UCN 관리범주에 따라서 북한의 보호지역은 국립
공원 National Park(Category Ⅱ) 9개, 천연기념물 National Monument(Category Ⅲ)
12개, 동식물서식지관리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Category Ⅳ) 10개
소이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보호지역 3개소가 포함된다.

그림 2-18 | 북한의 자연보호지역(생물권보호구, 철새·바다새보호구, 자연보호구, 자연공원, 자원관리보호구)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6.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총 327개소: 북한 면적의 7.3%, 약 8,720㎢)

42

(7) NACIS21)의 Natural Earth22)
NACIS의 Natural Earth는 대축척에서 소축척까지의 다양한 축척의 벡터 및 래스터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GIS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지도를 제작
할 수 있도록 shapefile 및 속성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경계도, 인구
밀집지역,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지역, 공원 등의 인문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안선, 섬, 강, 호수, 빙하 지역 등의 벡터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북한의
토지이용을 기반으로 한 수계 등의 래스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9 | Natural Earth에서 제공하는 벡터 데이터 지도화 예시 (행정경계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자료: 연구진 작성 (Earth Data 자료 활용하여 지도화)

21) NACIS, North American Cartographic Information Society, 미국지도정보학회.
22) Natural Earth, https://www.naturalearthdata.com/ (최종접속일: 2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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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ADM23), DIVA-GIS24) 등의 북한 국토정보 베이스맵 및 주제도 구축
USGS의 Landsat, 코페르니쿠스의 Sentinel 등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GADM은 행정
경계도, DIVA-GIS는 도로, 철도, 빌딩 등의 주제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0 | 북한지역의 행정경계도(북한, 시도별, 시군구역별)

자료: 연구진 작성 (GADM의 GIS자료 활용)

그림 2-21 | 북한지역의 주요 주제도(주요도로, 철도, 수계구분, 고도, 빌딩, natural land 등)

자료: 연구직 작성 (DIVA-GIS 자료 활용)

23) GADM. https://gadm.org/download_country_v3.html. (최종접속일: 2019.9.4.)
24) diva GIS, https://www.diva-gis.org/ (최종접속일: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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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의 분야별 북한 국토정보 활용 현황
(1) 농업 분야
UN의 FAO에서는 북한의 토양분포를 2003년 기준 북한의 농경지 면적을 총 190만 ha
(쌀 60만ha, 옥수수 50만ha, 감자 20만ha, 밀과 보리 10만ha 등)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의
전 국토에 있어서 토양의 비옥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작지는 주요 영
양소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토양이 산성으로 유기물 부족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UNDP와 FAO는 이러한 식량 부족 및 토양 상태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 증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7년 AREP 프로그램을 수립하였
다. AREP 계획은 2∼3년 동안 연간 550만 미터톤의 수준까지 식량 생산 수준으로 회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FAO, 2003).

그림 2-22 | 북한의 주요 토양분포도

자료: FAO. 2003. Fertilizer Use by Crop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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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에서 2010년 홍수의 농산물 생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경작지와 비경작지에 대한 토지이용 분포도를 제작한 결과, 90% 이상의
쌀 생산이 9개 중 5개의 도(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북도)에서 생산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23 | 북한의 경작지와 비경작지 분포도

자료: United States Central Information Agency(http://fas.org/irp/cia/product/nk-flood.pdf) (최종접속일:
2019.12.22.)

Yeo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기반의 생물·물리학적 및 기상학적 변수들
(NDVI, 일사량 등)을 통합한 GRAMI 모델에 의해 농작물 생산 조건에 따른 추정 생산량을
도출하였다. 북한 논농사 지역의 추정 결과 491,325ha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정된 2011년(a), 2012년(b), 2013년(c), 2014년(d)의 북한 논농사 생산량의 시뮬
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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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의 논농사 지역 분류

자료: Yeom, J., S. Jeong, G. Jeong, C.T. Ng, R.C. Deo, and J. Ko(2018) Monitoring paddy productivity
in North Korea employing geostationary satellite images integrated with GRAMI-rice model.
Scientific Reports 8: 16121.

그림 2-25 | GRAMI-rice 모델을 통한 북한의 논농사 생산량 추정값 분포도

자료: Yeom, J., S. Jeong, G. Jeong, C.T. Ng, R.C. Deo, and J. Ko(2018) Monitoring paddy productivity in North
Korea employing geostationary satellite images integrated with GRAMI-rice model. Scientific Reports 8: 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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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농업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Lim et
al.(2017)은 EPIC(Erosion Productivity Impact Calculator)을 활용하여 침식과 토양의
생산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풍식량(a), 물침식량(b), 유기탄소 손실량(c), 유출량
(d)의 벼농사를 위한 농업환경 변수들에 대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26 | 벼농사의 환경변수(풍식량(a), 물침식량(b), 유기탄소 손실량(c), 유출량(d))

자료: Lim, C.H., Y.Y. Choi, M.I. Kim, S.W. Jeon, and W.K. Lee(2017) Impact of deforestation on
agro-environmental in cropland, North Korea. Sustainability 9(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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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차 산업 생산과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Lee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2000년∼2012년간 위성영상 기반의 가뭄 관련 지표와 1차 산업 농작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북동쪽을 중심으로 높은 고도의 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서부 지역은 대체적으로 평원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연평균 기온은 북동쪽이 낮고
남서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도 기온과 유사한 분포 패턴을
파악하였다.Dwc의 기후구분 지역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NDDI 및 GPP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Dfa와 Dfb 지역은 북한 동해
안을 따라 발달된 습한 기후지역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Lee et al., 2016).

그림 2-27 | 쾨펜기후 구분에 의한 기후대 분포(a), 연평균기온 분포(b), 연평균 강수량 분포(c)

자료: Lee, S.J., J. Cho, S. Hong, K. Ha, H. Lee, and Y. Lee(2016)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ellite-based drought index and gross primary production in the North Korean croplands,
2000-2012. Remote Sensing Letters 7(8): 790-799.

(2) 산림분야
북한지역의 산림분야에 있어서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의 식생피복 분류지도와
산림황폐화지 분류가 가능하다. 북한 전체 산지의 34.2%에 해당하는 대략 4백만ha의
산지가 황폐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270만ha의 산림은 경사지 농지로 130만
ha의 산림은 무림목지로 전환되었음을 조사하였다(Jin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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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 북한의 식생피복 및 산림황폐화 분포도

자료: Jin, Y., S. Sung, D. K. Lee, G.S. Biging, and S. Jeong(2016) Mapping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using Phenology-based multi-index and random forest. Remote Sensing 8(12): 997.

또한 FAO에서는 Earth Observation을 통해 METOP-AVHRR(1㎞ 해상도),
NOAA- AVHRR(16㎞ 해상도)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계절별 식생(NDVI, VCI, VHI)
및 강수 지표에 대한 최근 36개월에 대한 지도와 그래프를 제작하였다.
그림 2-29 | 북한의 식생지수(NDVI)

자료: FAO, http://www.fao.org/giews/earthobservation/country/index.jsp?type=21&code=PRK (최종접속일: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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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분포
미국 NASA의 SEDAC에서는 전 지구에 대한 인구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인
Gridded Population of the World를 개발하였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본적인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의 인구분포를 추정하
였다. 이 외에도, WUWT에서는 VIIRS(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야간 빛 분포(2012)를 통해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그림 2-30 | 북한의 인구분포 추정

자료: SEDAC. https://sedac.ciesin.columbia.edu/data/collection/gpw-v4?iso=PRK(최종접속일: 2020.1.21.)

그림 2-31 | 한반도의 야간 빛 분포

자료: WUWT. https://wattsupwiththat.com/(최종접속일: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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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L에서는 LandScan의 인구수는 도로, 경사도, 토지피복, 야간 조명 정보를
30m 격자 안에 인구수를 할당하는 반면에 본 연구의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 기법은 도로,
경사도, 토지피복, 표고, 식생지수와 건물 정보를 활용하여 인구수를 할당함으로써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한다(강민조 외. 2016a). Global LandScan은 미국의 경우에는 30m의
Landsat과 20m의 SPOT을 활용하여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을 하며, 미국의 경우에 정확도는
87.2%로 상당히 정확한 공간적 인구분포 결과를 제공한다(강민조 외. 2016a).

그림 2-32 | Global LandScan의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결과

자료: ORNL. 2014. Land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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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map은 2007년 구글의 Panoramio에 업로드된 사진들에 대한 자료로부터 전
세계에 대한 업로드 및 태그 된 사진의 위치 분포를 통해서 인구밀도 및 관광지 방문빈
도를 분석하였다. Heatmap으로 표현하여 세계 각 지역의 파노라마 사진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방문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어두운 영역에는 사진이 거의 없고
노란색 영역에는 많은 수의 사진에 위치 태그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장소에는 사진, 스트리트 뷰, 위키백과 등의 사이트 연계 및 기사를 연결하는 아이콘을
제공한다. 주요 도시들의 거주밀도와 함께 관광지의 방문 빈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사진이 업로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대중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해당하므로 평양을 제외하고는 어
두운 색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방문자의 사용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는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계획가 또는 국토 관리자들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33 | 한반도의 구글 Panoramio에 업로드된 사진 위치 분포

자료: Ecowest. http://ecowest.org/ (최종접속일: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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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분야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보호지역에 대해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공간분석의 사례로
1985년, 1993년, 1999년, 2007년 Landsat TM(공간해상도 30m)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중국의 장백산생물권보호지역과 북한의 백두산생물권보호지역에서 2007년 기준으로 인
간 활동에 의한 산림경관 패턴 변화 결과(a), 북한 지역에서 벌목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산림 사례(b), 중국지역에서 벌목으로 인한 산림의 파편화 추이(c), 북한에서 산림의 농경
지로의 변환을 통한 산림 황폐화 추이(d)를 분석하였다(Tang et al., 2010).

그림 2-34 |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백두산과 중국 장백산 생물권보호지역의 토지피복 분석

자료: Tang, L., G. Shao, Z. Piao, L. Dai, M. A. Jenkins, S. Wang, G. Wu, J. Wu, and J. Zhao. 2010. Forest
degradation deepens around and within protected areas in East Asia. Biological Conservation 143: 1295-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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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활용현황을 통한 시사점
1)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문제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북한 국토정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점은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획
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데이터 보다는 위성영
상을 활용하여 국토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인하여 국내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는 상당 부분이 대외비로 북한지역에 관심을 가진 학계의 연구자들이나 일반
인들에게는 접근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해외에서는 38 North,미국지도정보
학회의 Natural Earth에서는 다양한 북한 관련 인문·자연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지
역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북한 관련 중앙부처나 연구기관에서 활용에 제한적이나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반
인들에게까지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해외 학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하고 개
별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성과 정확성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대비 및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조자료로써 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관 간에 북한 국토정보의 수집, 생산, 공유, 검증,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 부재로 인하여 대북정책 및 남북교류·경제협력 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는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기관 간 데이터의 공동활용이 미흡하고 해당 정보
를 공유하거나 융·복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다수의 데이터 목록이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되어 있을지라도 기관 간 데이터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로 인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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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부문의 데이터의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한 융합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중요도가 높은데 반하여 실제적으로 그 활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국토정보의 경우에는 대외비 등의 다양한 제약요인이 공공부문의 데이터의 활
성화를 막고 있으며 이는 실무자들과 이를 활용하는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실무자
들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 또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 간 융·복합 활용의 제약요인을 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협의를 통해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과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
하다. 기존까지는 데이터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공개의 의미가 중점을 이루었으나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데이터의
활용이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데이터를 평가하고 피드백 과정
을 거쳐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용자 중심으로의 데이터 활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
서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데이터의 공개 보다는 데이터의 지속적 활용,
기관 간 국토정보의 융·복합을 통해서 의사결정 및 공공서비스 지원, 더 나아가 평가 및
피드백을 거쳐 개선해 나감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즉, 북
한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이 그 목적 자체이기 보다는 데이터를 생산·분석·활용의 대상
이 누구인지, 데이터 활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 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
한지역 국토정보의 기밀성, 보안의 문제 등으로 기존의 타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국토정
보 활용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지역의 특수성과 데이터의 희소성, 부정
확한 데이터 산출물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버너스를 기반으로 한 활용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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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개념 및 구축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북한 국토정보의
보안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획득 및 공유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보유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수집체계에서부터 검증체계, 활용체계까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해상도의 위성영상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성영상
을 통해 북한의 국토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의 보안이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므로 국내외 위성영상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통합하는
방향을 시발점으로 활용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북한 국토정보 수집 및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방부 등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수집 및 생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수집 및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즉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 및 공동사업 발굴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북한관련 참여기관간의 수요조사(사용자요구서 등)를 통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북한
국토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서 국토정보 산출물을 생성하여
공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기관별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에서 북한지역
의 국토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산림, 농업,
주택, 도시, 산업, 환경,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
므로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공유·개방이 저해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해외 북한 국토정
보(특히,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는 데이터의 무료
개방 또는 유료화를 통해서 북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인들이나 연구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기관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북한 관련 데이
터를 기반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해외에서는 논문
등을 통해서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북한 관련 국토
정보 활용(재난재해 대비, 인도적 지원,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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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의 협업 및 공유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면서 공개 및 공유·활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2-35 | 북한 국토정보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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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본 장에서는 2장에서 기술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고려하여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여러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중점 사업인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융·복합
활용의 가능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부처별·기관별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1.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북한 관련 기관들에서 구축한 여러 데이터의 융·복합1) 활용을
통해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국토정보, 즉 주제도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고부가가치 산출물(주제도 등)은 위성영상 등의 공간
정보 융합기술과 공간정보 또는 타 국토정보와의 융합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출물을 정
책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국토분
야에서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토지피복도 정보 등의 산출물과 다양한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산출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이나 공간정보 단독으
로는 지도제작 등의 한정적인 영역에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국토
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프라
1) 데이터 융·복합: 상이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상호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북한 관련 통계자료,
텍스트, 위성영상, 위성영상 이외의 타 공간정보 등의 이종간 데이터를 상호 결합하여 활용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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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해서는 위성영상을 통한 시각화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한 토지이용 및 건물 등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공간정보와 타 정보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북한 관련 부
처와 기관에서 구축한 통계 자료나 문헌자료 등의 국토정보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와 위성영상 등
의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지원에 필요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향
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또는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의 검증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3-1 | 북한지역 국토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영상과 타 국토정보와의 융·복합 활용방안

자료: 강민조 외. 2018.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p.135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각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 모니터링, 시계열 모니터
링, 지역 정보화를 통해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간 모니터링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에 적합한 광역적 스케일에서 국지적 스케일까지의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
및 균일성 확보, 북한지역 전체의 광역적 국토정보를 통한 균형적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분배가능, 시·군·구역별 국지적 국토정보를 통한 사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간 모니터링 기반구축을 의미한다. 시계열 모니터링은 위성영상의 주기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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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계절별 등), 동시성 정보 획득, 주기적 갱신을 통해 북한 국토정보의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는 위성영상 기반의 공간정보 및 통계·텍스트 정보 등을
통합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산출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개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강민조 외, 2018).
예를 들어, 강민조 외(2016a)의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거주가능지역 추정을 위한 이종
위성영상(SPOT, Landsat 등) 등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사례를 보여주었다. Landsat과
SPOT등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DEM, 토지피복분류도, 식생지수를 산출하여 각각의 국토
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거주가능지역을 추출하였다. ① SPOT 위성영상을 활
용한 DEM 자료로부터 경사도와 표고 분석, ②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 정
보와 식생지수 산출, ③ 경사도(25도 이하), 표고(1,000m 이하), 식생지수(0.3이하), 토
지피복(시가화지역, 농업지역 및 나대지, 산림지역의 가중치 부여) 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거주가능지역을 추정하였다(강민조 외, 2016a).

그림 3-2 | 위성영상 자료의 융·복합 활용(경사도, 표고, 식생지수 등) 을 통한 북한의 거주가능지역 추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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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을 위한 위성영상과 타 공간정보 및 통계 데이터의 융·
복합 활용사례2)로 강민조 외(2016a)는 위성영상 기반으로 추정한 거주가능지역을 추출하고
2008년 북한지역의 인구센서스 정보와 토지피복분류별 가중치(통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그림 3-3> 참조). 이와 같이 산출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3 | 위성영상과 타 공간정보(빌딩, 도로, 철도 등)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북한지역의 거주가능 픽셀
추출 및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안)

자료: 강민조 외. 2016a.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p.96-97

이 외에도, 남북 공동특구 조성과 산림협력 등의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위성영상과 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사례를 들
수 있다(강민조 외, 2017). Landsat 위성영상을 통해 추출한 북한지역의 산림정보와 타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개발대상지 선정 및 국토자원
관리 등의 국토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 ‘강민조 외. 2016a.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에서 사용한 데이터
융·복합 활용과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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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평양공동선언(2018.9.19.)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산림협력을 우선으로 한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환경협력,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관하여 합의하였다(청와대3)).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핵심과제 중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여러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3-1 | 평양공동선언(2018.9.19.) 주요 내용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구분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적극 추진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한 노력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보건, 의료 분야 협력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
우발적 무력충동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면회소 시설 복구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

남북협력

비핵화

군사긴장완화

자료: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최종접속일: 2020.5.6.)

2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와 국토연구원과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국내 자료와 DIVA-GIS등의 해외에서 제작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사례연구로 수행하였다.
3)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최종접속일: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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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위성영상(2019년 5월)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
￮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SPOT 영상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
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북한의 대상가능지역에 대한 토지피복분류를 실시
￮ SPOT 위성은 고해상도 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지상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공간 해상도 5m의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
- 환경부에서 제작한 토지피복분류도(1980s, 1990s, 2000s)는 30m Landsat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
-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확한 토지피복분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최근 2019년 5월
5m 고해상도의 SPOT 위성영상을 활용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객체 기반 분류 방법을 통해서 토지피복분류 실시
- 객체기반분류(Object-oriented Classification)는 유사한 분광 특성을 가지는 픽셀
들을 그룹화하여 Segmentation을 생성하고, Segmentation의 밴드별 분광 특성뿐만
아니라 정규식생지수(NDVI) 등의 지표, 밝기, 모양, 질감 등을 활용하여 분류
<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토지피복분류 방법 및 과정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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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방안
(1)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내용
서해경제공동특구 또한 평양공동선언(2018.9.19.)의 남북간 합의 사항으로 서해
접경수역의 입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협력 및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남북 공동의 서해경
제공동특구 조성을 통해서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 말도까지가 남북한 중립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남북비전 공유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상을 통해 서해 5도 접경수
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서해 접경지역 전체를 새로운 평화협력
지대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배후거점 지구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
별지대’의 실천력을 높이고 서해축 해양평화관광벨트로 발전하는데 전초기지의 역할
가능한 배후 지원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주요 사업은 개성공단의 정상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해
주항 개발,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한구 공동이용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해양과 육
상의 통합적 경제협력 구상으로 즉, 공간 및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육상협력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계획하고 있다(<표 3-2> 참조)(남정호 외. 2019).

표 3-2 |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사업내용 비교
구분

사업내용
개성공단 정상화

서해경제
공동특구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해주항 개발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검토
해양 및 육상의 통합적 경제협력 구상
공간 및 사업내용에서 육상협력 비중 확대
개성공단과 철도, 도로 포함
공동어로구역 미포함

자료: 남정호 외. 2019.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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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의 기반이 되는 평화수역은 서해에서 포괄적 남북협력의 상징
의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해주직항로 개설, 해주항
개발, 해양관광개발, 남북한 해양보호구역지정, 수산자원 조성 등을 들 수 있다(남정
호 외. 2019). 그러나 남북 합의의 해주직항로, 공동어로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평화·번영·보호의 균
형발전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분업체제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상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
양·육상의 통합적 경제협력을 구상, 한강하구 시범관광을 우선적으로 추진, 배후지 발
전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
합물류단지 조성, 개성공단 재가동과 제2개성공단 건설 등을 통해 해주지역의 주변을
포함한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4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육상·해양형 연계방안

자료: 남정호 외. 2019.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88(상), p.97(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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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물류를 결
합한 인천, 강화의 교동도, 개성, 해주, 파주까지 연계한 인천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서해의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의 권역으로 남북 간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
한의 경제구조와 기술력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를 시발점으로 하여 남북 간 분업체계를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인천은 공항·항만을 통한 물류이용이 가능
하며 기계금속 산업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항에서는 목재, 광석, 철재, 잡화 등
을 처리하고 있으며 남항에는 석탄, 모래, 시멘트 부두가 운영, 연안항에는 국제 및 연안
여객부두를 운영 중이다(남정호 외. 2019). 인천항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배후단지가 조
성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특구와 연계한 협력업체로서의 공단조성에 이점을 지니고 있으
며 교동산업단지 건설을 통해서 북한과 산업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 해주항은 시멘트 등의
광산물을 주로 처리하며 인근에는 해주공업지구가 위치하여 시멘트, 건재, 기계금속공업 특
화단지가 입지해 있다(남정호 외, 2019).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환황해 경제벨트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점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닌 농·수산업, 광업, 물류 등의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서
인천-개성-해주간 육상형 연계와 함께 인천항에서 해주항까지 연계한 해양형 통합 연계 구
축을 통해 환황해 경제벨트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핵심지역으로 잠재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서해지역의 남북교류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간의 중립지대이며 생태환경자원이 우수한 특성을 활용
하여 관광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남북 간 문화와 인적교류의 시범사업 지역이 될 수 있다.
즉, 남북한 화합 및 협력에 대비한 적응지역으로서 모델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 관광
과 교육, 인적교류 등 복합기능 도입을 통해 남북 공동협력의 새로운 선도 모델지역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단일 기능만 도입하는 것
이 아니라 산업·관광·교육·업무 기능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추후 주거기능도 도입
하여 평화도시로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환황해권 산업·물류벨트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새로운 남북경제통합지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통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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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 기존 남북협력의 틀을 넘어서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구성
요소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결합한 지식사업을 기반으로 구상해야 한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비즈니스 환경
을 결합한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거점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재현하는 공간으로서
구상하여야 하며, 단순 경제적 통합 모델에서 나아가 남북 간 생활문화권을 형성하여 사회·
문화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이정훈 외. 2019b).

표 3-3 |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의 차이점

통일경제특구

-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남측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력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
- 전통산업에 더하여 첨단산업을 추가한 생산기지 구축

서해경제공동특구

- 생산, 서비스, 소비 기지는 북측 접경지역에 조성하며, 남측
접경지역에 는 물류, 금융, 회계법률 서비스, R&D, 도소매업 등
북측에 유치할 기능과 보완적 기능을 배치
- 남북평화체제가 진전된다면 서해경제공동특구 방식의 기능 분
담이 효율적
- 통일경제특구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재검토할 필요

개성공단

- 제조업, 수출 산업 중심으로 북한경제 내 유기적 연관이 부족
- 폐쇄직전인 2015년 개성공단 1단계 부지에는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5 억6,330만불(6,360억원)을 생산함

서해경제공동특구

- 첨단 분야 협력이 중심이며, 농업, IT, 바이오, 에너지 등 북한
경제와 연계성이 강한 부문 중심 (특구가 북한경제 전체와 높은
연관성 보유)
- 한국 첨단산업지대인 판교테크노밸리는 20만평에 1,300개 기
업이 79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규모가 5배인 개성공단
생산액의 120배를 상회함

통일경제특구와
차이점

개성공단과
차이점

자료: 이정훈 외. 2019b.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이슈&진단. No.388. 경기연구원.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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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선정을 위한 국토정보 활용방안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남북경제협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
해 연안 및 접경지역의 현황과 여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기초자료로서 위성영상정보 등을 활용한 토지피복현황, DEM과 경사도,
도로와 철도, 인구분포, 건물 등의 국토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토지피복도(토지피복 변화
도), 경사도 및 표고, 도로, 철도, 공간적 인구분포, 건물 등의 기본 공간정보는 서해 경제
공동특구의 개발가능지, 즉 입지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5 |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SPOT(5m) 영상: True color(좌), False color(우)

자료: 연구진 작성 (2019년 5월 SPOT 위성영상 활용)

그림 3-6 |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가능 및 주변지역의 토지피복 변화(1980s, 1990s, 2000s)

자료: 연구진 작성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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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가능 및 주변지역의 DEM 및 경사도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 활용)

그림 3-8 |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가능 및 주변지역의 주요 도로 및 철도

자료: 연구진 작성 (GADM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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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토지피복 현황(2019년 5월)

자료: 연구진 작성 (2019년 5월 SPOT 위성영상 활용하여 토지피복 분석)

북한의 국토정보 활용 제고방안에 따른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보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개성과 해주를 중심으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개성의
경우에는 1단계 개성공단은 기구축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간 경
제협력이 시작되어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에는 2단계, 3단계로 확장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개성은 산업단지 외에도 고려문화·역사관광자원 등을 통해 인천과 연계협력도 가능한
지역이며 개성이 중공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해주는 해주항 입지적 이점 등을 통해서 경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한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다양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함으로써 북한의
국토정보 공동활용의 가능성음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SPOT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의 북한지역 국토정보와 국토지리정보
원 등의 국내 자료와 DIVA-GIS 등의 해외에서 제작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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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제고방안을 사례연구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3-4>
참조).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와 입지대상지를 선정하는 정책결정에 지원할 수 있다.

표 3-4 |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선정을 위한 북한관련 기관의 다양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북한 국토정보

국토정보 구축 기관

SPOT 위성영상
(2019.5)

프랑스 CN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출처 및 구축방법
지오셋아이 위성영상 보정(5m)

토지피복분류도

국토연구원

- 서해경제공동특구: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무감독
분류를 통해 토지피복분류
- 개성시 및 인접지역, 해주시 및 인접지역: SPOT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객체기반분류를 통해 토지피복분류

공간적 인구분포

국토연구원

2016년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中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 대시메트릭 지
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결과

DEM

국토지리정보원

경사도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를 활용하여 경사도 구축

도로

GloBio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

철도

DIVA-GIS

https://www.diva-gis.org

공항

DIVA-GIS

https://www.diva-gis.org

항만

DIVA-GIS

https://www.diva-gis.org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국토연구원

연구진 지오코딩

행정경계도

DIVA-GIS

https://www.diva-gis.org

주요 명소

국토연구원

연구진 지오코딩

사회·경제적 여건

북한지역정보넷

...

...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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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
aspx?ac=A0601&mc=AD0103&direct=1
...

우선 개성시의 경제특구 조성을 위하여 자연 및 사회적 환경과 산업 및 경제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성시는 황해북도 남부에 위치해 있는 시로 동부는 장풍군, 북부는
황해북도 금천군, 서부는 개풍군과 접해있으며 고려의 옛 도읍지로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하
고 있다. 서울∼평양∼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축의 주요 도시로 개성 북방 토성에서 해주로
황해선이 분기하고, 도로도 매우 발달해 경향 각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한다4).
개성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의 수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개성시5)).
개성시의 산업 및 경제적 환경6)을 살펴보면, 개성시의 공업은 6.25 이후 방직공업, 편
직·피복공업, 일용품공업, 식료, 인삼가공, 기계제작 및 건재공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다. 개성시의 방직공업은 전국적으로도 비중 있는 공업부문으로, 개성방직공장, 개성재봉
사공장이 있으며, 지방적 의미를 갖는 공장으로 개성타월공장, 판문직물공장, 장풍직물공
장, 개풍직물공장 등이 있다. 식료공업은 개성시 경공업 생산액의 21.3%, 개성시 공업생
산액의 15.4%를 차지한다. 장류, 기름류, 고기와 채소가공품, 당과류, 술 등을 생산하며,
특히 인삼술이 지방특산물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일용품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농기구,
공작기계 등 기계제작과 화강석연마제품 등 건재공업도 발달해 있다. 농업은 논 40.9%,
밭 45%, 과일 10.3%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저수지와 2,000여리의 물길을 개
설하여 수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개풍군 신광리를 비롯한 해안지역에 수백정보의 간석
지를 농경지로 개간하였다(북한지역정보넷7)).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개성공단과 연계 가능한 서해경제공동특구 개발대상지를
살펴보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인천, 강화의 교동도, 개성, 해주, 파주까지 연계하여
서해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평화경제 메가리전’ 조성이 가능하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제재 해소에 따라 기 조성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1단계에서

4) 개성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1660 (최종접속일: 2020.5.2.)
5) 개성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1660 (최종접속일: 2020.5.2.)
6)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ac=A0601&mc=AD0103&direct=1
(최종접속일: 2020.4.1.)
7)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ac=A0601&mc=AD0103&direct=1
(최종접속일: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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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인천-해주-개성 간 육상형 연계를 위한 남북 간 서해
경제공동특구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성공단의 확장을 전제로
하여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및 인구분포 등의
다양한 국토정보를 개성시의 개발대상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외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개성시 및 개성시의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10 | 개성공업지구와 인접지역(개풍군, 판문리)의 토지피복 및 도로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2019년 5월 SPOT 위성영상 기반의 객체기반분류법을 활용한 토지피복도 제작)(상); 국민일보. 「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123개 기업 입주...우리 근로자 828명 체류. 2013.4.3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007048635 (최종접속일: 2020.4.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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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안 및 경의축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통해서 어떻게 남북
경제협력을 진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접경지역의 여건을
파악한 후에 협력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의 발전 구상을 위한 여건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 자연환경(지형,
토지 등), 산업(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등)구조, 인프라(도로, 철도 등), 인구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위하여 다양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개성공업지구가 입지해 있는 개성시 및 인접지역(개풍군, 판문리)의 자연·환경적, 사회·경
제적 여건을 통해서 개발가능 대상지 및 보전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5월 최근의 고해상도의 SPOT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객체기반
분류를 활용하여 개성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개방가능대상지역
및 보전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토피피복현황 및 개성공단
2·3단계 확장에 따른 대상지역을 포함한 개방가능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서해경제공동
특구 조성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2015년 DEM자료를 활용하여 개성시 및 개성시 인접지역의 표고 및 경사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그림 3-11a, b> 참조).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가능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사도 30도 이상과 이하로 구
분하여 국토정보를 구축함으로써 30도 이하의 지역만 개발가능대상지로 추출할 수 있다.
해외 기관의 GloBio와 DIVA-GIS에서 구축한 북한지역의 도로 및 철도 등의 정보를 통해
도로와의 인접성 등의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개발가능대상지역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그림 3-11c, d> 참조) 뿐만 아니라 남북 연결 도로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화 하는데
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진전 전망에 따라 서해 접경지역에 남북으로 관통
하는 인프라 구축 계획8)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영종도~강화~개성
공단, 강화~해주를 연계하는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영종~신
도간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다(이정훈 외. 2019b). 서해평화고속도로의 1
단계 사업은 영종도~강화⋅교동도 간 18.04km, 2단계는 강화~개성공단 간 45.7km, 3단
8) 이정훈 외. 2019b.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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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강화~해주 간 16.7km로 총 80.44km 구축사업이다(이정훈 외, 2019b). 평양공동선
언에서 제시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과 문산~개성 구간을 우선적으로 경의선을 통해 연결되었다. 더 나아가, 개성~신의주 구간
의 현대화를 통해 TKR(한반도종단철도)와 TCR(중국횡단철도)의 연결을 추진 중에 있
다9). 11.8km에 해당하는 경의선의 문산~도라산~판문~개성 구간은 개성공단 사업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평양공동선언 이후 개성~평양~신의주 구간은 남북공동조사가 이루
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 착공식(2018.12)을 개최하였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개
성~김포~인천~평택(남북), 해주~김포~서울십자형 고속도로망(동서)과 서해선을 해주방
향으로 연계하는 십일자형 철도망 사업을 제안하였다. 즉, 경기도는 김포시를 중심으로 십
자형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글로벌 물류이동을 원활히 하고 수도권의
고급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정훈 외, 2019b)1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제특구 및 주요지역의 공간적 위치를 활용하여 개성공업
지구 및 판문점 등의 주요 지역 등을 지오코딩 하여 개발가능 대상지역과 연계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그림 3-12e> 참조). 이 외에도, 강민조 외(2016a)가 분석한 북한지역의 공간
적 인구분포 추정(멀티레이어-멀티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 자료를 통해서 개발가능 대
상지역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그림 3-12f> 참조). 거주가능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EM으로부터의 고도와 경사도, 식생지수(NDVI), 수치지형도로부토의 도로, 빌딩
등의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거주가능지를 선택한 후, 토지피복분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
여 인구수를 할당하였다. 시가화·농업·나대지·산림 중 거주가 불가능한 경사도, 표고, 식생
지수, 도로, 철도 등을 선택함으로써 경사도는 25도 이상, 표고 1,000m 이상, 식생지수
0.3인 지역은 거주가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강민조 외, 2016a).
또한 <그림 3-13>과 같이 개성시와 개풍군 등 인접지역의 개발가능 대상지역 선정을 위
하여 토지피복분류도, 도로, 공간적 인구분포, 경사도, 표고 등의 국토정보를 융·복합시킴
으로써 개발 가능한 대상지역 등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9) 이정훈 외. 2019b.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경기연구원.
10) 본 문단은 경기연구원. 이정훈 선임연구위원 외부원고 활용(협동연구)

78

그림 3-11 | 개성시 및 인접지역(개풍군, 판문리)의 a) DEM, b) 경사도, c) 도로, d) 철도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 활용(a, b), GloBio,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
(최종접속일: 2020.4.6.)(c), diva GIS, https://www.diva-gis.org/ (최종접속일: 2020.4.6.) (d),
메모: 개발가능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DEM
(a), 경사도 30도 이하
(b), 도로와의 인접성(c), 철도와의
인접성(d), 해주항 및 경제개발구와의 연계성(e), 인구분포와의 연계성(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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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개성시 및 인접지역의 e) 개성공업지구 및 판문점, f) 공간적 인구분포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연구진 지오코딩(e), 강민조 외. 2016a.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中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결과 中 개성시 및 인접지역 추출(f)

그림 3-13 | 개성시의 개발가능 대상지 선정을 위한 토지피복, 도로, 공간적 인구분포, 경사도 중첩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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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다양한 기관의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도로와의 거리 500m
인접성, 경사도 30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산림지역 및 수계지역 등의 토지피복 제외,
공간적 인구분포가 집중된 지역, 개성공업지구와 확장 가능한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 대상지역(안)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3-14> 참조).

그림 3-14 | 북한지역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한 개성시의 개발가능 대상지(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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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서해 연안과 한강하구
를 중심으로 김포-개풍, 강화-강령-해주에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를 조성하고 파주-개성
축은 개성공단 확장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정훈 외. 2019b)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김포-개풍 축은 첨단·녹색기술 산업지대로 조
성하고 물류, 관광 등의 다양한 융·복합 기능 유치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중핵으로 구상
중이다. 북한의 풍부한 생태자원, 농업 환경에 IT를 결합하여 북한에 필요한 첨단 산업 육
성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스마트시티 건설, 남한 접경지역과 북한 접경지역간의 협력을 통
해서 종합적 발전구상을 마련할 수 있다. 개풍지역의 생태·자연적 가치, 농업기반, 역사적
가치 등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3강이
합류, 서해로 유입되는 지대이므로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 물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해주, 남포 등 북한의 서해안 도시들과 연계하는 중추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다(이정훈 외, 2019a)11).
다음으로 파주-개성은 전통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공존하는 산업물류지대를 조성
함으로써 제조업, 서비스업, 스마트시티 등을 육성할 수 있다. 즉, 개성공단 확장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전통과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연계협력도
시로 육성할 수 있다. 파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 등의 산업경제 협
력 분야 사업과 함께 문화·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서해평화 메가리전’ 형성
이 가능하다. 남한의 강점인 자본과 전문기술을 북한의 강점인 노동력과 국토자원을
융·복합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에서 더 나아가 남북한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과 인적·과학 역량을 융·복합하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파주-개성간 연계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그린·평화·역사·스마트기술
이 융합된 미래형 생활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유도시’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이정훈, 한지
혜, 2018; 이정훈 외, 2019b)12).

11) 본 문단은 경기연구원. 이정훈 선임연구위원 외부원고 활용(협동연구)
12) 본 문단은 경기연구원. 이정훈 선임연구위원 외부원고 활용(협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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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의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 자연 및 사회적 현황을 살펴보면, 해주시는 황해남
도 남부 서해(해주만) 연안에 위치하며 경제나 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해주시 면적은 206.93㎢로 황해남도 전체 면적의 2.45%를 차지하며, 전체 면적의
42.0%가 산지이나 해발 200m 미만의 벌 및 구릉지역이 90%를 차지한다(국토교통부,
2018a p.2513)). 해주시는 서해함대사령부의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며 해주에서 인천
까지의 직선거리는 100km, 개성공단에서 해주까지의 육로 직선거리는 80km에 달한다.
다음으로 산업 및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해주공업지구의 중심도시인 해주는 경기
만의 북부에 발달한 해주만을 끼고 바다 가까이에 솟은 수양산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에서 남부로 가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해주에는 특별한
광물자원이 없으나 황해남도는 전체적으로 은율, 재령, 하성, 태탄 등에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원지구에는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납, 아연,
구리, 금, 은 등이 서부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광복 후 해주시는 중공업
과 경공업기지가 마련되고 농산업이 발전하였으며, 해주시의 공업은 건재, 화학, 기계,
금속, 식료품, 일용품, 방직 및 편직, 피목, 유리 및 도자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공업이 68.8%, 지방공업이 31.2%를 차지한다14).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권혁구, 2016)에 따르면, 해주공업지구는 시
멘트, 제련 및 인비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중에도 시멘트공업은 신원지구의 풍부
한 석회석을 기반으로 발달하였다. 황해남도의 경우에는 광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및 방
직, 식료, 일용품 등의 경공업 분야가 발달하였으며, 이중 기계공업은 주로 황해남도의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농기계, 전기기계, 통신기계, 건설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금속공업은 해방 이후 주로 발달한 공업으로서 강재, 환재, 압연소재들이 생산,
건재공업은 해주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를 중심으로 벽돌, 타일, 판유리 등 생산, 화학공
업은 해주제련소의 분공장에서 인비료, 황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해주

13) 국토교통부. 2018a. 2017년도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14)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ac=A0501&mc=AD0103&direct=1
(최종접속일: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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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구의 주요 공장은 금속·건재부문에 해주강철공장, 해주제련소, 해주금강 청년제련
소, 해주시멘트공장 등이 있고, 화학부문에 해주화학공장 등이 있다. 경공업 공장에서는
신발, 도자기, 부엌세간과 화장품, 문방구, 체육문화기자재, 천, 편직, 피복, 종이 및
골판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농경지는 시 전체 면적의 20.9%를 차지하며 논이 40%, 밭
이 47%, 과수밭이 11%, 뽕밭 1%이며, 주요 곡물로는 벼, 옥수수, 콩 등이 있다. 또한
해주시의 주요 수산물은 숭어, 전어, 조개, 굴, 바지락 등이 있다(권혁구. 201615)).
국토연구원과 타 기관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 및 융·복합을 통해 해주시의 경제
특구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주시 및 해주 인접지역
인 강령군, 청단군의 토지피복, DEM, 경사도, 도로, 철도, 해주항, 경제개발구, 공간
적 인구분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가능 대상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3-15 | 해주시 및 해주 인접지역(강령군, 청단군)의 토지피복현황(2019년 5월)

자료: 연구진 작성 (2019년 5월 SPOT 위성영상 기반의 객체기반분류법을 활용한 토지피복도 제작)

15) 권혁구. 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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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대상지역 중의 하나인 해주시의 지역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연환경(토지피복, 경사도, 표고), 인프라(도로, 철도 등), 항만(해주항). 경제특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16)), 공간적 인구분포 등의 국토정보가 필요하다(<그림 3-16>
참조). 해주시는 항구도시이며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해주공업지구의 산업의
경우에는 남한과의 근접성, 숙련된 노동력과 함께 항만으로서의 장점을 입지여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현재 해주공업지구는 접경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제약점이 따르고
있으나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남한과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점, 여기에서 고려되는 시장, 숙련노동력의 이점을 고려
할 수 있다. 가죽 및 신발 제조업, 전기기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제조업에 유리하며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시 첨단산업과 운송장비 산업에 적합하다
(서승환. 200417)).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중 개성공단 확장과 연계하여 서해
상의 개성-해주지역의 납북 간 경제협력이 추진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10년의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개성공단 외곽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개성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확장을 할 수 있다(이상준 외,
201518)). 특히 개성-해주지역은 개성공단의 확장성과 함께 해주 강령군에 위치한 국제
녹색시범구와 연계하여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현재 강령군 경제는 지방공업과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통해서 개성-해주지역은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개발여건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16)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북한이 2014년 7월 중앙급 개발구로 발표하였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공업지구와 인프
라가 건설되고 주민지역, 연안지역, 산림지역 등 종합적 기능을 가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구 면적 505.546㎢, 계획 총면적은 1.03억㎥이다. 그리고 강령군을 선진국의 금융중심, 첨단과학기술단지,
문화오락도시, 최신농업 및 에너지 기지, 국제교통물자교류 대도시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외자 500억달러 유치,
70만명 일자리 창출, 100억달러 재정수입 창출 계획을 제시했다. 통일뉴스, 2016.12.10., http://www.tongi
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106 (최종접속일: 2020.4.21.)
17) 서승환. 2004. 북한의 산업입지 현황 및 적정 산업배치 모형. 대외정책연구원.
file:///C:/Users/REDBIT/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WYC3COTC/북한의%
20산업입지%20현황%20및%20적정%20산업배치%20모형04-01-02.pdf (최종접속일: 2020.4.21.)
18) 이상준 외. 2015.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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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와 해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최근의 고해상도의 SPOT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객체기반
분류를 활용하여 해주시 및 인접지역(강령국제녹색시범구가 입지한 강령군, 청단군)의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하였다(<그림 3-15> 참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2015년
DEM 자료를 활용하여 해주시, 강령군, 청단군의 표고 및 경사도 정보를 통해서 지형
적으로 개발대상지를 추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그림 3-16a, b> 참조).
본 연구에서는 개발가능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사도 30도 이상과 이하로 구
분하여 국토정보를 구축함으로써 30도 이하의 지역만 개발가능대상지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GloBio와 DIVA-GIS에서 구축한 해주시, 강령군, 청단군의 도로 및 철도 등의
정보를 통해 도로와의 인접성 정보 등을 추출하여 개발가능대상지역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그림 3-16c, d> 참조).
본 연구에서는 해주시와 인접지역의 경제특구와 주요지역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주항 및 강령녹색시범구 등의 주요 지역 등을 지오코딩 하여 개발가능 대상지역과
연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그림 3-16e> 참조). 특히 해주항은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주요 사업내용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2016년 국토연구원의 강민조 외(2016a)의
연구에서 수행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멀티레이어-멀티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 산출물은 해주시와 해주시 인접지역의 개발가능 대상지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그림 3-16f> 참조).
<그림 3-17>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대상지역인 해주시, 강령군, 청단군의 개발
가능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토지피복분류도, 도로(500m 버퍼링 정보), 공간적 인구분포,
경사도, 표고 등의 국토정보를 중첩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다양한 기관의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도로와의 거리 500m 인접성, 경사도 30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산림지역 및 수계지역 등의 토지피복 제외, 공간적 인구분포가 집중된
지역, 해주공업지구와의 확장 가능한 인접성,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
하여 개발가능 대상지역(안)을 제시하였다(<그림 3-18> 참조).

86

그림 3-16 | 해주시 및 해주 인접지역(강령군, 청단군)의 a) DEM, b) 경사도, c) 도로, d) 철도, e) 항구(해주항)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경제개발구), f)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 활용(a, b), GloBio,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 (최종접속일: 2020.4.6.)(c), diva GIS, https://www.diva-gis.org/ (최종접속일: 2020.
4.6.) (d), 연구진 지오코딩(e), 강민조 외. 201a6.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中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결과 中 해주시 및 해주 인접지역 추출(f) 메모: 개발가능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DEM
(a), 경사도 30도 이하
(b), 도로(c), 철도(d), 해주항 및 경제개발구(e), 인구분포(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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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 해주시의 개발가능 대상지 선정을 위한 토지피복, 도로, 공간적 인구분포 중첩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18 | 해주시의 개발가능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경사도, 표고, 토지피복, 공간적 인구분포 중첩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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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해주-강령-청단군의 개발 가능 대상지역(안)을
제시하였다. 해주시, 강령군, 청단군의 토지피복분류도, 도로(500m 버퍼링 정보), 공
간적 인구분포, 경사도, 표고 등의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개발 가능 대상지를
추출한 결과 해주공업지구를 중심으로 개발 가능 대상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강령국제
녹색시범구와도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9> 참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청취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 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구 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도로, 출입국 관문(CIQ) 등 접경타운의 인프라와 개발의 구
체적 내용과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유치 및 제도 확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남북 간 초국경 거버넌스 확립도 중요하다.

그림 3-19 | 북한지역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한 해주시의 개발가능 대상지(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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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관광공동특구의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방안
(1)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사업내용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은 관광을 기반으로 한 인적·경제적 남북교류협력을 통
해 남북 주민간 이질감 해소 및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업, 교통업, 해운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 공동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낙후되었던 DMZ·접경지
역을 중심으로 경제·문화적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광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와 함께 단기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교통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출입 및 외환관리 정책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의 북한만을 관광하는 틀
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산업을 추진함으로써 금강산-설악산 관광
권 연계 및 확대를 통해 국제관광지대화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이동제한을 지양
하고 다변적, 다면적 관광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광 산업은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외화 유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강산관광 산업의 정상화 추진과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 또한 평양공동선언
(2018.9.19.)의 남북 간 합의 사항으로 관광 산업은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외화 유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과 공동조사 시작과 함께 최근 고성군
일대의 관광여건 개선 등으로 인하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경제특구법 등의 관련법이 국회에 체류 중일뿐만 아니라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필수적인 인프라, 규제 완화 및 소요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 있다. 북한이 관광
산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초기단계에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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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로는 체험
관광과 홈스테이 허용, 산악·레포츠 관광과 평양 지하철 개방 확대 등을 통한 관광 상품
구성의 다양화와 전문 관광 인력 양성, 무비자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
다19)(이상준 외. 2015). 북한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원산-금강산 관광지구를
지정·발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개발구정령(법) 발표·투자설명회 개최,
군사용이었던 갈마비행장을 민간 목적의 국제공항으로 변경 등의 노력 중에 있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금강산관광특구지구와 마식령, 원산,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등 6개 지구의 통합개발 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같은 광역관광벨트와 유사한 개
념으로 140여개의 역사유적, 10개의 백사장과 호수, 680여개의 관광명소, 4개의 광천자원
과 330만톤의 온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김상태. 2015). <그림 3-20>은 원산-금강산 관
광특구 및 주변의 주요 관광지의 위치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원산관광특구 개발계획 중 하
나로 건설된 마식령 스키장은 원산의 겨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평창올림픽 때 스
키 남북 공동연습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송도원, 마전 등 해
안 관광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이 가능
했지만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가 평양공동선언에 금강산관광
정상화가 명시되어 대북제재 등이 해제되면 관광이 재개될 전망이다. 해금강은 금강산 삼일
포 인근에 있는 해안으로 삼일포, 향로봉, 관동팔경 중 하나인 총석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경승지로 유명하다.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철도 보수, 보트장 등 교통 인프라 시설과 숙
박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과 산업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면세점, 골프장, 동물원 및 식
물원, 카지노 등의 국제 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 중에 있다(김상태. 2015). 더 나아가 원산
인접지역의 세포축산기지, 농축산 협력을 통해 남북 인적교류협력도 가능하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원산-금강산 관광지구의 관광자원(<그림 3-20>
참조)은 향후 설악·강릉권 관광 자원과 연계한 초광역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통해
19) 이상준 외.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제3장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 91

관광 코스 개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강원도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의 장기간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 3,456억, 휴·폐업 업소 400여곳, 관광업 종사 주민들의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20). 특히,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며 관광부문의 새로운 투자처, 일자리 창출, 국제적 관광지대 구축, 더 나아가
통일대비 대표적 관광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3-20 | 원산･금강산관광지구의 주요 관광지 및 명소

자료: 연구진 작성

20) 강원도민일보. 남북강원 동해안 잇는 초광역관광개발, 특구법 제정 필수. 2018.04.26.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09259(최종접속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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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국토정보 활용방안
정부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간적 범위의 설정
등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공동의 관광자원 조사와 협의를 통해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간적 범위의 설정 이후에는 동해관광공동특구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 특성에 따른 거점도시의 역할에 대한 구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남북 공동의 관광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토
지피복현황, DEM과 경사도, 도로, 철도, 인구분포, 건물 등의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
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m 공간해상도의 SPOT 위성영상
을 활용하여 객체기반의 토피피복분류를 수행함으로써 환경부의 30m 기반의 토지피복분류
결과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의 공간적 범위 및 관광지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21 |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SPOT(5m) 영상: True color(좌), False color(우)

자료: 연구진 작성 (2019년 5월 SPOT 위성영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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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가능 및 주변지역의 DEM 및 경사도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 활용)

그림 3-23 |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주요 도로·철도(좌) 및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현황(우)

자료: 연구진 작성 (DIVA-GIS 자료(좌) 및 2019년 5월 SPOT 위성영상(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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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북한 관련 기관의
다양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함으로써 서해경제공동특구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토정보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SPOT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의 북한지역 국토정보와 국토지리정보
원 등의 국내 자료와 DIVA-GIS등의 해외에서 제작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
함으로써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해관광공동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북한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동해
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및 입지대상지(안) 제시하였다.
표 3-5 | 동해관광공동특구 입지선정을 위한 북한관련 기관의 다양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북한 국토정보

국토정보 구축 기관

SPOT 위성영상
(2019.5)

프랑스 CN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출처 및 구축방법
지오셋아이 위성영상 보정(5m)
- 동해관광공동특구: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무감독분류를 통해 토지피복분류
- 원산, 금강산 및 인접지역: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객체기반분류를 통해 토지피복분류
2016년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中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 결과

토지피복분류도

국토연구원

공간적 인구분포

국토연구원

DEM

국토지리정보원

경사도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의 DEM 자료를 활용하여 경사도 구축

도로

GloBio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

철도

DIVA-GIS

https://www.diva-gis.org

공항

DIVA-GIS

https://www.diva-gis.org

2015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항만

DIVA-GIS

https://www.diva-gis.org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국토연구원

연구진 지오코딩

행정경계도

DIVA-GIS

https://www.diva-gis.org

주요 관광지

국토연구원

연구진 지오코딩

사회·경제적 여건

북한지역정보넷

...

...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
aspx?ac=A0601&mc=AD0103&direct=1
...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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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시의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여건 및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시의 토지피복분류 분석
후의 결과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DMZ 생태·문화·평화 관광지구 조성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 환경부에서 공간 해상도 30m인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제작한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보면, 해안 쪽으로 시가화·건조지역이 발달되어 있으며 원산시 동부는 산림지
역, 서부는 농업지역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애서는 고해상도의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대분류 토지피복도21)를 제작함으로써([부록] 참조)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구분과 면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업지역의 경우 기존
30m 공간해상도의 토지피복도에서는 구분되지 못하였던 산림 황폐화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24 |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산시 대분류 토지피복분류

자료: 연구진 작성

21) 2019년 5월의 최근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한 대분류 토지피복도 분석방법 및 절차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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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토지피복분류

자료: 연구진 작성

북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가능한 원산은 송도원해수욕장,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경
마장, 야영장, 휴양소 등과 350ha의 녹지가 있다. 원산은 철도(경원선, 함경선, 평원선 등)
와 도로를 통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할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평양과 신의주, 북쪽으로는
함흥과 청진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군사비행장이었던 갈마비행장은 민간 국제공항으
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원산을 금강산
관광과는 차별적으로 도시중심부를 개발함으로써 시내 관광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여객선
등을 이용해서 해안경관 관광, 워터파크, 국제회의전시장, 백화점,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관
광 관련 산업시설도 개발 예정에 있다(윤인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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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국토정보를 통해 북한지역의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필요한 정책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26>의 국토지리정보원의 DEM(a,
b), GloBio22)(c), DIVA-GIS23) (d), 본 연구를 통한 지오코딩(e), 국토연구원의 대시메
트릭 지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019년 5월 최근의 고해상도의 SPOT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객체기반분류
를 활용하여 원산관광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를 포함한 북한의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가능
지역의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관광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리원에서 구축한 원산지역의 1:5,000 수치지형도의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지형 등의 point, polyline, polygon 레이어를 기반으로 원산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을 통해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주요 거점지역의 입지대상지를 분석할 수 있다.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토지피복 현황을 고려함으로써 원산국제관광거
점도시와 금강산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도시별 역할 구상도 필요하다.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구축한 2015년 DEM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가능지역의
표고 및 경사도 정보를 통해서 지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거점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3-26a, b> 참조).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사도 30도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
여 국토정보를 구축함으로써 30도 이하의 지역만 추출하였다. GloBio와 DIVA-GIS에서 구
축한 해주시, 강령군, 청단군의 도로 및 철도 등의 공간정보를 통해 도로와의 인접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관광지구 조성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그림 3-26c, d>
참조).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관광지구 및 국
제적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인프라의 연결성을 고려(철도여행을 위한 신규 교통 인프라 구
축, 기존 교통망의 연계방안, 철도역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방안 마련 등)하여야 한다.
향후 판문점선언의 남북 간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따라 동해북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한반도 종단철도를 통해 부산-강릉-원산-러시아-유럽 관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2) GloBio.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 (최종접속일: 2020.4.6.)
23) diva GIS, https://www.diva-gis.org/ (최종접속일: 2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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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 북한지역의 동해관광공동특구(원산･금강산관광지구)의 a) DEM, b) 경사도, c) 도로, d) 철도,
e) 공항 및 경제특구, f)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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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제특구 및 공항의 공간적 위치정보를 통해 원산국제공항을 비롯한
금강산의 공항, 금강산관광특구와 현동공업개발구 등의 주요 지역을 지오코딩 하여 관광산
업 육성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26e>). 특히, 갈마비행장은 동해관
광공동특구의 주요 사업내용 중의 하나이다. 국토연구원에서 2016년 수행한 북한지역의 공
간적 인구분포 추정자료를 통해서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주변의 인적자원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3-26f>). <그림 3-27>은 북한지역의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지의
지형적 요소를 실제 토피지복 현황과 공간적 인구분포자료를 중첩시킴으로써 우선적으로 보
전해야 할 지역과 관광지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7 | 북한 동해관광공동특구(원산･금강산관광지구)의 DEM, 토지피복, 공간적 인구분포 중첩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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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원산-금강산 지구 총계획(2014)24)에 따르면, 주요 관광명소와 함께 철도·도로·
항공 연계망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원산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태환경이
조화된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금강산 지구와 석왕사지구는 역사유적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3-28>과 같이 원산-금강산지구의 실태와 주요 관광시설, 인
프라 등의 정보를 통해서 향후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수립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28 | 북한 동해관광공동특구(원산･금강산관광지구)의 관광특구 개발가능 대상지(안)

자료: 연구진 작성

24) 조선 원산지구개발총공사. 201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총계획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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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이 위치한 고성은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를 통해 약 1시간 30분 소요되며
온정-금강, 봉화-월비산 간의 도로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도로와 철도가 있다.
금강산지구는 내금강, 외금강, 삼일포-해금강(금강산), 통천(휴양 및 치유공간), 석왕사
지구(역사유적지, 휴식공간) 등으로 구분되며 숙박시설, 자연공원, 민속거리, 민속무도장,
수족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윤인주 외. 2018).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원산-금강산 관광지구는 남한의 설악권 관광지구와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북한의 원산-금강산 지구와 남한의 동해안 도시들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25).
예를 들어, 항만도시로서의 특성과 금강산, 설악산 등의 지리적 특성이 유사하며 육로 및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해관광공동특구는 남북 간 주요거점 지
역조성을 통해 종합레저휴양 중심의 복합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관광의 다변화에
대응한 공간적 틀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의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북아의 교류거점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동해 접경지역은 남북을 넘어서 동북아가 주목하는 신규 관광시장으로의 이미
지화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브랜딩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과도 결합시켜 평화관광의 입지적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이사의 주요 거점도시들에 대한 관광 네트워크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동해 접경지역의 관광 공간계획을
입체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금강산 관광지구를 아우르는 토지피복분류
도, 도로(500m 버퍼링 정보), 주요 관광지, 공간적 인구분포, 경사도, 표고 등의 국토정보
를 융·복합 활용하여 관광시설 개발지와 우선 보전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원산-금강산 관
광지구 및 주요 관광지 분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가능대상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도
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29> 참조).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규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지적 협력에서
광역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26)(이상준 외. 2015). 특히 인프라

25) 강민조. 2019. 신한반도 평화체제 하의 남북 경제공동특구 추진방안. KDB북한개발. 통권20호. p6-61.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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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있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간 관광지구의 연계를
위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간 연결에서 북한 내 인프라 개보수 및 현대화로, 더 나아가
국제적 연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남북연결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의 시범관광을 소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그림 3-29 | 북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주요 관광지와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대상지(안)

자료: 연구진 작성

26) 이상준 외.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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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시사점
1)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의 가능성 검토
본 장에서는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축 또는 보유한 북한 국토정보의 종류와 획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활용
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정보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이 구축 또는 보유한
북한의 국토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입지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접근이 불가능하여 정보 획득이 어려운
북한지역의 경우에 고해상도의 위성영상, 토지피복분류도, DEM, 경사도, 표고,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공간적 인구분포 등의 각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의 국토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정책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북한의 국토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국토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위성영상만을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에 북한 관련 기관들이 구축 또는 보유한 국토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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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필요성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외비 또는 국가안보 등으로 활용이 제한된 북한 국토정보
의 공동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관련 특목적적 기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이터
를 보유한 기관 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의 활용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으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대외비 정보 목록의 공유가 필수적이며, 활용체계의 참여기관이
일정 범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북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정 자격을 가진 기관 간 관련 데이터 또는 연구 목록을 공유하고 MOU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및 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관간의 상호공유 체계는 국내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될 수 있으며, 기관간 보유하는 상호 특·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접근불능지인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연구가 국내외적으
로 많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협력과 분업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 국토정보를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국토정보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이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38 North, Natural Earth 등에서는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하여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서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하고 있다. 국내외 모
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위성 뿐만 아니라 Digital Globe의 상업위성의 경우에도 북한지역
은 위성이 가장 많이 촬영되고 있는 관심지역으로 기존의 북한 국토정보를 위성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기관 간에 협력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은 앞서 기술한 접근
불능지역으로 위성영상을 통해 국토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하면서도 핵심 자원이
기 때문에 위성영상 기반의 데이터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 기관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기관 간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국토정보를 구축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2차 이상의 기밀정보의 경우에는 중앙부처간 활용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공개의 범
위와 절차를 합의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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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공간정보 이 외에도 텍스트 등의 문헌 및 통계정보 등을
융·복합함으로써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체계이다. 북한지역의 국토정
보는 접근불능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국토의 제반현상을 탐지하고
평가, 추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등의 국토정보는 한정된 토지를 인간이 특정
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 또는 물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국토정보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인간의 의사결정(류종현, 2006)과 인간의 활동에 따른 물리적 상태에
따라 표출되게 되어 있다. 토지이용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또는 부적절한 개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정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토지피복은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서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환경을 모
니터링 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이나
토지피복 등의 국토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계획이나 정책의 대상
및 진행상황, 결과의 진단과 정책 평가,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기능을 포함하며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을 평가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이수현, 2008). 북한 국토정
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북한 국토의 현상을 필요로 하는 공간단위별 지표에 근거해 감시
하고, 그 결과를 고부가가치 정보로 생산하여 남북교류협력 대비 등을 위한 북한 관련 정책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강민조 외(2017)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구분
포, 토지피복,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생활 기초시설 등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하거
나 더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한반도의 국토개발이나 국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국토정보의 생산이 부족하므로 실효성 있는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지
역의 국토변화를 파악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정보, 통계정보 등의 국토정
보를 활용하여 국토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향후 통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관리 정책 결정자에게 양질의 연속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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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과 역할을 기반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구성하는 활용·
수집·생산·공유·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1.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과 역할
1)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개념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
한지역의 국토정보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의 희소성, 정치적·군사적 영향으로
인한 자료의 기밀성과 보안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의 타 국토정보 활용체계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 국토정보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기존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접근불능지이기 때문에 현지답사나 측량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검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북한 국토정보
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분산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활용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하여 법·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범부처·기관 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공동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기관별로 구축한 데이터를 통
합하고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 국토개발과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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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체계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즉,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에 밑거름이 될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다양한 분야별 북한의 국토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북한 공간정보 통합체계이다.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거버넌
스를 기반으로 정보 활용이 중심이 되며, 북한 정보의 특성상 수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목적을 공유하는 기관 간
협력을 위해 필요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요구서(User Requirement Documents)를 정기적
으로 작성하고 수요와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사하는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활용이 가능한 정보는 내용 및 보안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보안 등급이
높은 데이터는 협의체 등의 제한적 고유, 보안 등급이 낮은 데이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데이터 취득 후 검증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북한사회 경험자(탈북자 등)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통한 검증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의
(속성)정보를 파악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국토
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최종의 목적으로 한다.

2)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역할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북한의 국토정보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지역 국토정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융·복합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북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상당부분의 데이터에는 보고
자료, 통계자료, 행정자료 등의 문서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나, 위성영상 기반의 자료를 통합
하여 공간모니터링, 시계열 모니터링, 지역정보화가 가능하므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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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국토실태 정보를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 구상 및 추진방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국토정보 활용체계는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래
한반도의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간정보는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인프라 역할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급변하는 공간정보 패러다임에 맞추어
종합적 국토정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포함한 융·복합 국토정보로써의
개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등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목록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갱신주기 선정과 일관성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등의
지원책과 추진전략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간정보를 포함한 북한 국토정보의 개방과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
거버넌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북한 관련 기관 간 남·북한 공간정보의 통합과 국토정보
및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소요시간을 절약하여 가능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공유에서 더 나아가 기본정보 제공, 주제도, 분석, 업무지원 등의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사결정 시스템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또는 행위제안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 시에
지역별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자원 관리 및 국토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의 국토정보를
활용한 시각화 방안 마련은 위성영상 및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또는 토지피복의
변화 탐지를 기반으로 국토 분야별 국토정보 정책수립과 함께 각 부처·기관 간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는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개방을 기반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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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와 이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여 정부의 정책 및 현안과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산출물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등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책수요에 맞춘 효율적 정책지원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공급자 중심의 단순 개방 및 공유체계로 수요에 맞춘 국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협력
하는 거버넌스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수요자 맞춤형 북한의 국토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수요자 맞춤형 국토
정보를 선별하고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북한 국토정보 활용기관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등)간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기반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의 추
진주체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예: 대통령 소속) 하에서 부처 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그림 4-1> 참조).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남북교류협력과 국가
안보상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소속과 같이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에서 북
한의 국토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재 북한 국토정보 통합체
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통일부와 국방부, 이 외의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들을 주요 의사결정기
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국토정보 통합센터라는 관리 센터 하에서 북한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국토정보 통합체계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
정보를 활용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통일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의 참여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고부가가치 창
출이 가능한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과 함께 공공시스템 구축과 함께 북한 국토정보 기반의
융·복합 아이디어를 지닌 산업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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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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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분업적 협력방안과 북한 국토정보 검증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국토정
보 통합 활용체계는 활용을 위한 수요대상 선정, 사용자 요구서 등의 요구정보 수집, 정보
활용 분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요대상은 국내외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주관기관은
필요 데이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활용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
관 협력을 통한 수집 가능성, 기술력과 비용을 고려한 생산 가능성, 데이터 축적의 지속가
능성 등을 고려한 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통합 활용체계에서
조사된 요구정보는 국내외 보유기관 연계를 통한 수집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없을 경우
위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다.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는 상호공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미생산하는 데이터 중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국토정보 수집 체계는 단순히 정보교류 차원을 넘어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현장 검증이 불가하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정보의 검증은 고해상
도 영상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마다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
문·경제 등과 같이 속성정보 등은 탈북자 등 북한사회 경험자를 통한 검증방법과 국내외
타 기관 정보 및 기존 정보를 이용한 비교검증 방법이 있다. 북한사회 경험자를 통한 검증은
현장 방문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관련 타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의 경험이 공간적·시간적·개인 특성 등으로 인해 한정적이고, 시간소요가 클
뿐만 아니라 개인 성향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정보를 이용한
비교검증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상점(outlier)을 찾아 데이터 오류로 인한
것인지,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현장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검증은 시계열적인 데이터 축적과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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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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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주관기관(국토교통부 또는 통일부(안))은 참여기관((북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의 정책 실무자 조사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활용분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관기관은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 수요 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서
(URD: User Requirements Document) 작성을 통한 요구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사용자 요
구서는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조사-필수 요구사항 도출- 구현
가능성 분석-수요자의 이해-표현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강민조 외, 2016b).
표 4-1 | URD 관련 분석 및 목적
Document

Description

DARD

Data Access Requirements
Document 데이터접근요구문서

PSD

Objectives
데이터 접근 조건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Product Specifications Document URD에서 도출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생성 가능한
산출물스펙문서
위성영상 산출물 기술

PVP

Product Validation Plan
산출물검증계획

어떻게 위성영상 산출물의 validation(확인사항)을 기술할지
계획, 산출물의 품질 정확도 평가(accuracy assessment)를 위한 세부계획

DT2

Database for Task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미션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미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ATBDv0

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 알고리즘 이론적 기반문서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 문서화

RRP

Round Robin Protocol
라운드로빈프로토콜

PMP

Product Management Plan
산출물리계획

SRD

정량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표준영상 산출물,
참조자료, 품질 정확도 평가를 위한 데이터 등의 이슈를
포함한 라운드로빈 방식의 프로토콜 문서
산출물 관리를 위한 품질 관련 및 계획관련 설명

System Requirements Document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문서화
시스템요구문서

SSDv0

System Specifications Document 전처리(방사보정, 기하보정, 대기보정 등), 분석, 품질 정확도
시스템스펙문서
평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

PVASR

Product Validation and Algorithm 산출물 품질 정확도 평가와 선택된 요구사항 알고리즘을
Selection Report
문서화
산출물검증과 알고리즘선택 보고서

IODD

Input Output Data Definition
입력 및 출력데이터 정의

입력자료 및 산출자료 정의

DPM

Detailed Processing Models
세부프로세싱모델

산출물 생성 과정 및 요구기술, 모델

자료: UCL-Geomatics.2013.Land Cover CCI 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 Version 2. ESA CCI.
p.2-6에서 발췌, 강민조 외(2016) pp.21-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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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Geomatics(2013)의 URD 분석 및 목적은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도를 구
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차용하여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를 위한 URD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주요 참여자는 북한 연구·정책 등의 특목적을 가진 기관
이기 때문에 URD의 시작은 명확한 사용자 정의부터 시작한다. 사용자 정의에는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참여기관의 보안 등급 등을 포함한다. 면밀한 URD 작성을 통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참여기관, 즉 수요자의 요구
사항 분석 및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데이터 접근 요구문서는 데이터 생산·연계를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중복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데이터의 종류와 주제 등을 도출해야 한다.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시 통합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데이터만을 정의하는 경우, 임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필요 데이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 수요자 맞춤형 기반(URD 포함)의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체계 절차(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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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스펙문서는 데이터 생산·연계를 위한 데이터 종류, 정확도, 분석방법을 고려하여
상세한 데이터 스펙을 정의하는 단계이다. 산출물 스펙은 크게 공간정보, 비공간정보, 이에
따른 국제표준 적용 등을 정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맞는 적정한 타입의 정보생산 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특히, 위성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고려하여 보안이
필요 없는 경우 4m이상의 공간해상도로 생산하는 등의 데이터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산
출물 검증계획에는 산출물 스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증계획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
하는 검증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산출물 스펙 준수여부는 생산기관과 별도로 검증기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뢰도 검증은 북한 국토정보 검증체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4 |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URD(안)

자료: 연구진 작성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우선순위와 보안성 등을 고려한 국토정보 활용분야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 실무자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북한
지역의 국토정보를 활용 분야별로 분류하고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여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모니터링은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계획수립, 지역별 추진사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상입지 선정, 사업시행·진행·평
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위성영상 등의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
용체계와 이에 따른 북한 국토개발 및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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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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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지역 국토정보 수집 및 생산체계 구축
(1) 북한 국토정보 수집 체계
국내 북한 관련 사회·경제·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토정보 수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정책수립에 적용 가능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분야별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
교통부(2015)에서는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며 범부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야별로 제시하였다(<표 4-2> 참조). 이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분야별로 구축·보유하는 공간
정보 및 속성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4-2 | 북한지역 국토정보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DB
분야
국토조사 및 계획
산업입지
도시 및 농촌개발
주택개발
도로 및 철도
항만공항

필요 정보항목(예시)
수치지형도,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위성영상, 행정경계, 교통, 건물
수치지형도, 농경지이용현황도, 농업기본도, 위성영상, 행정경계
수치지형도, 위성영상, 건물
수치지형도, 수치표고자료, 지상기준점, 위성영상, 행정경계, 교통
수치지형도, 수치표고자료, 지상기준점, 위성영상, 교통

에너지․통신

수치지형도, 토지피복도, 위성영상, 건물

수자원․방재

산림황폐지분류도, 토지피복도, 식생지수, 위성영상

문화․관광

수치지형도, 임상분류도, 토지피복도, 식생지수, 위성영상, 교통, 건물

자료: 국토교통부. 2015. 북한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기본계획(안)

또한 해외의 북한지역 국토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GADM, DIVA, NACIS의 Natural Earth, NASA의 SEDAC,
Engage DPRK 등의 해외기관과의 협업(MOU 등)을 통해 북한지역 국토정보 수집체계
를 마련한다면 그 효율성이 더 높으리라 본다. 이 외에도,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북한 연구 관련 상호 이해증진과 협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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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국토정보 생산 체계
북한지역은 접근불능지역이라는 정보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위성영상 정보를 기반으
로 한 데이터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인 국토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위성영상 및 공간 빅데이터 등을 연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산
출물(안)은 <표 4-3>에서 제시하는 예시로 들 수 있다. 북한 국토정보 생산을 위한 도시·주
택, 산업·에너지·교통시설, 수자원·방재, 접경지역, 환경보전 분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관련 기관(중앙부처, 소속 산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화 할 수 있는 북한지역 국토정보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및 확대에 대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이외에도, 통계자료, 보고서 등의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3장에서 제시한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 및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융·복합 활용하여 국토정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3 | 북한지역 국토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한 산출물(안)
부문
도시‧주택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 및 정책지원을 위한 산출물(안)
∙ 시가화구역내 주거지역의 개략주택수와 도시 내 개략인구수
∙ 지역별 개발가능후보지 ∙ 도시재생가능후보지 및 신도시개발후보지

산업‧에너지‧
교통시설

∙ 신규공단후보지
∙ 신규화력발전소부지후보지 및 송전선로망
∙ 신규공단(신규화력발전소)후보지의 기반시설여건 및 신규필요노선

수자원‧방재

∙ 수계별 개발가능후보지내 침수 가능지
∙ 개발가능후보지내침수가능지의 성토고 및 성토량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 취수원 후보지

접경지역

∙ 국경교류거점후보지와 남북교역거점후보지
∙ 교류(교역)후보지의 기반시설여건 및 신규필요노선
∙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인구유동경로 및 인구유동량

환경보전

∙ 보전농지(농업용수개발 및 관개가능지역, 복합영농단지후보지 포함)
∙ 산림복원지역 ∙ 환경보전지역(DMZ 및 백두대간의 생태보전지역 포함)

자료: 김천규 외. 2015. 접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시범연구.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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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즉 데이터는 생산단계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 이 외에도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데이터 분석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핵심적 도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대상자를 고려
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활용하는 대상자의 데이터 오남용(대외비
자료의 공개 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식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이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활용기회를 높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데이터 필요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증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데이터의 활용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은 데이터를 공유 활용을 통해 산출물을 제공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에서부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 공공서비스로의 정책적 효과가 실행되고 있는지 등의 평가
및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생산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생산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여 생산에서 개선해 나기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자의 격차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북한
국토정보와 관련한 데이터의 활용은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도시
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과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특히, 북한
국토정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간에도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용자 간의 격차는 데이터를
통한 정책적 의사결정지원을 저해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효율적
북한 국토정보 생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을 위한 가치의 문제, 인식적 측면의 중요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활용 중심의 이동, 데이터 활용자 간의 격차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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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유 및 검증체계 구축
(1) 북한 국토정보 공유 체계
북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한 국토정보 활용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집된 속성 및 통계정보, 공간정보 등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접근성과 신뢰도 및 시의성, 대표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의 정확한 북한 국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북한의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국토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정확
하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 Engage DPRK의 사례를 적용하여 북한지역 국토정보 시계열 데이터
검색 및 관련 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해외사례: Engage DPRK

자료: Engage DPRK, http://www.engagedprk.org/ (최종접속일: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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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보유 및 구축하고 있는 북한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북한 국토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유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 관련 산출물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국토정보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초기에는 국토연구원 내부에서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고, 더 나아가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별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 국토연구원의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메인페이지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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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수행했던 연구보고서, 지도, 통계, 기타
자료 등의 73개 연구과제 산출물(대외비 과제 제외) 제공을 메인으로 구성하였다. 73개의
연구과제 산출물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지도, 통계, 그림 및 도식화 자료
등의 기타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북한 유관기관과 북한 관련뉴스
링크 정보, 포럼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산출물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 지도, 통계, 그림 등의 자료는 주제별, 행정
구역별, 지역별로 분류하였다. 주제별로는 국토현황 및 계획,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교통, 에너지·자원, 수자원·방재, 문화·관광, 생태·환경, 국제사회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구역별로는 북한전체, 자강도, (북)강원도, 함경북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양시, 량강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강원도로 분류하
였다. 마지막 지역별로는 북한, 접경지역(남북접경지역, 북중접경지역), 해외로 분류하였다.
회원가입 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이 외에도
자료를 등록하고 카테고리를 직접 추가함으로써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4-8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자료 검색 및 등록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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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를 주제별, 행정구역별, 지역별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받기 이전에 보고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보고서를 다운받기 이전에 연구과제명, 연구진, 발행연도, 연구목적, 주요내용, 정책
제안 등의 주요 정보를 수록하였다(<그림 4-9> 참조).

그림 4-9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연구보고서 검색 및 주요 정보 제공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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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 외에도 지도, 통계, 기타 그림 자료 등을 주제별, 행정구역별, 지역별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료획득 이전에 주요 정보를 수록하였다. 지도의
경우에는 지도 관련 주제, 행정구역, 지역별 정보, 주제도명, 출처 보고서명, 작성연도,
주제도 설명 등을 제공(<그림 4-10> 참조), 북한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 관련 주제, 행정구역,
지역별 정보, 통계명, 출처 보고서명, 작성연도 등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4-10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지도 자료 검색 및 주요 정보

자료: 연구진 작성

북한 통계 및 지도 등의 연구보고서 관련 산출물 이외에도 기타자료에서는 그림(주제,
행정구역, 지역별 정보, 그림명, 출처 보고서명, 작성연도, 그림 정보 제공)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워크숍 발표 및 토론자료 등을 수록하였다(<그림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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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기타 자료 제공 및 등록

자료: 연구진 작성

이 외에도, 국내외 북한 유관기관의 링크 및 관련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토정
보의 공동활용을 촉진시키도록 하며,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북한 관련 포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포럼·워크숍 등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유체계의 기반조성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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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토연구원의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안)’의 고도화를
통해 국토정보 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관과의 데이터 상호교환을
통한 공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실태·변화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는 토지피복분류도를 제공하고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기관 또는 연계기관이
분류 항목별로 면적 변화량을 분석(연계 기관하고 변화도표와 데이터 이 외에도 분석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 국토정보 실태·변화분석 및 결과보고서 생성(안)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연구원. 2016.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자료 수정)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하여 북한지역 국토정보 리포트 구축방안
으로는 국토실태 현황 정보를 차트,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 통계 및 텍스트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그림 4-13> 참조). 이러한 공유체계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추진 및 관리하는
데 이와 같은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 기반의 공간정보를 포함한 국토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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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리포트(안)

자료: 연구진 작성

(2) 북한 국토정보 검증 체계
마지막으로 탈북자 및 북한사회 경험자를 통한 북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잘못된 북한 국토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를
탈북자들 및 북한 사회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증(기관 연계)하는
방안이다. 즉,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정확한 수집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다수의 탈북자
조사를 통한 검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보안처리가 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통해 북한의 주요 대상지역의
국토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협업(MOU 등)을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데이터의 정보와 기존 정보를
이용한 비교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데이터의 지속적 활용성 및 효율성 평가를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개선을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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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북한 국토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가 필요
하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정책 실무자들과 북한의 수요를 반영
하여 적시적으로 정책수립이 시급한 우선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수요가 있는, 즉 남북교류협력 가능 대상지역
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기반(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의 중복구축 및 소요시간 절감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수요가 있는 북한 국토정보는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자료 이외에는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관련
연구기관과의 실무자 회의에 따르면, 북한의 국토정보는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70%
이상이 대외비로 자료를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북한 관련
자료는 구축된 자료가 매우 적고 국가 안보 등으로 공유와 활용에 제한적이다. 특히,
접근불능지인 북한지역 또는 남북접경지역의 위성영상 자료는 활용도가 높으나 국가안보와
국방 업무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활용이 더욱더 제한되어 있다. 북한지역의 공간
정보는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간 정보교류의 제한으로 인하여 북한의 국토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 수 또한 적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이나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안처리를 한 후에 연구기관이나 학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을 포함하여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된 북한 국토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구축에서부터 고도화, 정확한 정보 구축과 국토정보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
및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의 추진주체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예: 대통령 소속) 하에서 북한 국토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통일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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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담당하는 통일부와 국방부, 이 외의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들을 주요
의사결정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공간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중복구축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과 운용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북한 관련 기관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협의체(가칭)」 구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협의체는 각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의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참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하고 운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 중인 북한 공간정보 협의회를 기반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에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각 참여기관이
북한 국토정보와 관련한 정책 업무지원을 위한 공동활용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협의체를 통하여 주관기관은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지속적인 북한지역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에서 더 나아가
효율적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업무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활용체계 참여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북한
국토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관기관은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국토정보는 각 기관별로 구축하여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자료의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타 기관에서 구축한 정부와의
융·복합 활용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통일대비
한반도의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하여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체계의 참여기관들은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북한 국토정보의 표준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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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간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활용 및 활용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구축방
안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와 함께 정책적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결론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국정과제 90)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국정과제 93) 등의 국정과제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한반도 국토발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각적
이고 입체적인 한반도 국토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실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국토 관련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는 차별적인 특목적 하에서 범부처 및 관련
기관의 공동활용 및 거버넌스 활용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국토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북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활용 및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의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북한 관련 기관 간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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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활용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접근불능지역이라는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북한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
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현황과 활용현황 조사를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정
보 활용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북한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구축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텍스트, 통계 등의 다양한 국토정보의 현황
에서 더 나아가 정책지원을 위한 활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해외 기관에서 구축
하고 있는 북한지역 국토정보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학계 및 연구기관의 활용실태를 조사
하였다. 즉, 국내외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구축 현황과 다양한 분야의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방안과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북한
지역의 국토정보의 융·복합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
동활용 적용사례로는 정책 현안과제에 해당하는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
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사
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의 공간적 범위와 입지선정에 필요한 북한지역
의 토지피복 등의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을 위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국토정보 활용체계, 수집 및
생산체계, 공유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북한
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수집 및 생산·공유
및 검증체계로 구성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유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국토연구원의 북한
지역 국토정보 웹페이지 프로토타입인 ‘북한 국토정보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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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성과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성과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정책 기조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한반도의
평화적 국토이용 실현을 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및 보유현황 조사를 통해 다양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
으로써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의 기조차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북한의 국토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자료와 이를 활용한 활용
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활용에 중점을 둔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활용체계
(안)을 제시하였다.
좀 더 세부적 성과로는 첫째, 국내외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현황 및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북한 국토정보의 정책 활용도 촉진을 위한 제고방안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북한
국토정보의 국내 활용의 한계점뿐만 아니라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의 활용의 한계점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의 공동활용의 제고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 및 공유체계 개선을 통한 범부처적 관련 기관 간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방안과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동해
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제시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구축방안에서
더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한 다양한 종류의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시각화하는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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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협력 방안 및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 수립의 용이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북한지역의 토지이용·변화와 지역별 토지피복 등의 국토정보는 동해관광공
동특구 및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에 활용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의 개발 및 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과 향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 등에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 국토정보의 지속적
수집 및 축적에 따른 북한 국토의 광역적 시계열 분석체계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위성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수집 및 생산체계, 공유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으로 특목적성을 지닌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데이터 수집·생산·공유·활용·검증체계로 구성하여 수요대
상자 선정에서부터 위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산, 수집, 검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
지역의 국토정보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위한 시발점으로 국토연구원의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의 북한 국토정보 공유를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2) 기대효과
(1) 학술·사회·경제적 기여도
본 연구의 학술·사회·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첫째,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유·활용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북한 연구지원 가능하다.
기존 북한 관련 연구는 북한의 폐쇄성, 부처간 공유체계 미흡 등으로 오래된 자료에 의존하거
나 탈북자조사 등의 연구가 주를 이뤄 학술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있다.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는 부처간 거버넌스를 통하여 북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생산하고,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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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 여겨진다. 통일된 형식으로 메타데이터 및 원천 데이터와 예측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
으로써 과학적 학술연구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국토정보의 시계열적 축적은 한반도 차원의 공간 변화양상을 분석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자원·기후 등 다학제적 학술연구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형 연구를 가능
하게 한다. 접근불능지역인 북한지역의 주기적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지역의 시계열적 국토실태조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국토관측위성(차세대중
형위성 1, 2호기 2020년 발사예정) 등의 국내 위성기술의 발전으로 북한의 국토실태
정보 파악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토지의 변화양상은 환경·자원·기후 등과 같은 연관
학문분야에서도 중요하며, 협동연구를 통한 종합적 문제해결형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준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이라는 상충
되는 목적추구가 필요한바 다학제적인 연구지원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스마트한 문제해결과
가치창출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북한이라는 미개발지에 대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합·공유·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는 제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주도 계획의 Top-Down, 연구기관 간 참여 등의 국민참여형의
Bottom-Up을 통한 조화로운 국토이용계획의 마련과 스마트한 북한 국토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이용 관련 산·학·연·관의 자유로운 제안과 공유, 더 나아가
실험을 통한 아이디어의 실현은 한반도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아이디어 플랫폼화를 촉진
시킴으로써 학술적,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 정책적 기여도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첫째, 남북교류협력 대비 및 실질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한반도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 관리 관련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체
적이고 실증적인 북한 국토정보 구축을 통해서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비 및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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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협상에 있어서 정보 우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공단, 복합영농단지,
남북 간 인프라 연계 사업 등의 대상지 또는 교통 노선 선정 등을 위한 북한 실태파악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기관에서 인프라, 관광, 산업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관련 정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발전적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현 정책에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한반도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한 국토개
발 및 국토자원 관리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산림녹화사업1)의 경우에는 북한의 산림복구 요청2)에 따라 산림황폐화가 극심한 지역을 대
상으로 우선적으로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환동해·환황해 벨트 경제협력을 위한 북·중·러 등의 국제사회화의 협력정책 마
련을 위한 직접적인 활용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북한지역의 국
토개발 및 국토자원관리 계획·추진·평가·보완을 위한 한반도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하는 기관간에 데이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으로 인하여 공동활용의 한계점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진단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국토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표준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표준화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북한 관련 부처·기관 간
국토정보의 공동활용의 기반을 조섬함으로써 한반도 국토개발 및 자원관리의 정책적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하여 2008년까지 약 4억 2백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 (이규창, 2010)
2) 북한은 2015년 ‘림농복합경영 민족전략. 행동계획 (2015-2024)’과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UN 국제
사회의 산림복구 도움을 요청 (VOA, 유엔, 북한 산림 복구에 55만 달러 지원. 2016.12.21.기사.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3644116 (최종접속일: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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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
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참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
료를 융·복합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자료를 구축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북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
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부처·기관 간 협의체를 확대 및 보완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컨트
롤 타워 하의 추진체계 구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북한 국토정보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정보구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적시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북한 국토정보를 공유하고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
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와 이의 참여기관 협의체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적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실천 로
드맵을 구축하여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기관의 각 부처별·기관별 추진하거나 또는 계획
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을 상호연계시킴으로써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서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하다.
이와 같이 단계적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둠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되고 확대될 시에 적시적으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한반도 국토정보 활용
확대방안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시대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철도,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반도·동북아 국토정보 활용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환동해 경제협력을 위한 북·중·러 등의
신북방, 환황해 경제협력을 위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중심의 신남방 정책에 대응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정책 마련을 위한 직접적인 활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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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mprovement on the Applic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Kang MinJo, Lim YongHo, Lee SangJun, Lee SungSu, Lee HyunJu, Kim MinA, Lee JungHun

Key words: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Special Economic Zone, Special Tourist Zon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national tasks, including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y activating inter-Korean exchange, to open the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prepar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further establishing the strategy of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essential to mak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application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in the North Korea. Thu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e up with a plan for 「co-utiliz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but also to construct an 「integrated application system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all government departments to advance its avail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applic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national land policy
decision support system preparing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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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research examined problems and drew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for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domestic and foreign databas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e plan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for realizing peaceful land use on the Korean
Peninsula prepar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and
retention of domestic and foreign databases for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to provide the availability of base data for policy decision-making
support by the convergent application of diverse spatial information. More
specifically, it firstly suggested a plan to promote its use for policies by
examining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for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It also mentioned the necessity of
customer-oriented joint-use with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Next, this research presented the convergent application plans
and the case studies(East Sea Special Tourist Zone and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integrated application system of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In addition, it reviewed the complex availability for
various types of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in order to support
practical policy decision making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of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including application & utilization, collection &
production, and sharing & verification. It also propos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an integrated application system, which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from existing systems, in prepar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dditionally,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d
sharing applic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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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demand targets to data production/collection/verification as well as
consultative group organization.
This research firstly contributed to the prepar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the practical capacity building for unification. The
diverse North Korean spatial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es related to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source management in the Korea Peninsula. Next, each department and
agency has performed various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infrastructure, tourism, and industries as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limitation of the lack for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can be
surmounted with the output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can also make timely
responses for current policies by providing the list of spatial information that
can be fundamentally used to alleviate the lack of North Korea-related
information an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progressive plan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policy supports for building and implementing plans
related to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eco-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also feasible to conduct
policy-associated research for effective policy decision-making suppor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nstructing the application system for
Korean Peninsula national land information can make policy decision-making
support for plan establishment, project implementation & management, and
follow-up management & performance evaluation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source management in the North Korea with time-series monitoring.
Lastly, it is potential to reduce the budget and time requir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land in the North Korea by not only investigating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which is non-standardized and scatt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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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and institutions, but also finding the solutions for sharing and
using national land information.
The tasks that should be firstly implemented in the future are to choose
participating institutions by demand surveys and to construct and share
pan-governmentally the policy database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using the data held by them. Mo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ategy for promoting the integrated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tep-by-step practical roadmap in order to
make effective outputs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it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Finally, it is require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future of the
Northeast Asian era by providing a plan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to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and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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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SPOT위성영상 기반의 객체기반분류를 활용한 토지피복분류: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서해경제공동특구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국토정보 활용 예시로서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SPOT 영상을
이용한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포함하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토지
피복 분류를 실시하였다(그림 1). SPOT 위성은 고해상도 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지상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공간 해상도 5m의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서해경제공동특구의 SPOT 위성영상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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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기반 분류인 무감독 분류방법과 객체 기반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토지피복을 분
류하였으며, 먼저 픽셀 기반 분류인 무감독 분류방법에서는 ISODATA를 이용하여
100개의 클래스를 추출하였다(그림 2와 3).
그림 2 | 동해관광공동특구 SPOT 위성영상의 무감독 분류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 | 서해경제공동특구 SPOT 위성영상의 무감독 분류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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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실제 지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각 클래스의 명명과 피복을 결정한 후 갱신
된 훈련자료를 기반으로 토지피복도를 생성하고(그림 4), 토지피복별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표 1과 2).

그림 4 | 무감독 분류방법을 활용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토지피복분류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 | 무감독 분류방법을 활용한 동해관광공동특구 토지피복 분류
토지피복

동해관광공동특구
면적(㎢)

비율(%)

한국
면적(㎢)

북한
비율(%)

면적(㎢)

비율(%)

시가화건조지역

147.36

1.43

99.67

2.05

47.69

0.88

농림지역

643.88

6.26

190.87

3.94

453.01

8.32

산림지역

8,019.12

77.91

3,951.60

81.47

4,067.52

74.73

초지

770.44

7.49

368.03

7.59

402.41

7.39

나지

445.10

4.32

127.59

2.63

317.51

5.83

수역(해역 제외)

267.09

2.59

112.56

2.32

154.53

2.84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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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무감독 분류방법을 활용한 서해경제공동특구 토지피복 분류
토지피복
시가화건조지역

서해경제공동특구
면적(㎢)

비율(%)

한국
면적(㎢)

북한
비율(%)

면적(㎢)

비율(%)

443.99

8.23

337.92

14.68

106.07

3.43

농림지역

1,063.93

19.72

445.93

19.38

618.00

19.98

산림지역

1,937.86

35.92

833.34

36.21

1,104.51

35.70

초지

774.38

14.35

252.18

10.96

522.20

16.88

습지(해역 제외)

102.81

1.91

20.60

0.89

82.21

2.66

나지

796.97

14.77

269.13

11.69

527.84

17.06

수역(해역 제외)

275.34

5.10

142.44

6.19

132.90

4.30

자료: 연구진 작성

객체 기반 분류 방법은 유사한 분광 특성을 가지는 픽셀들을 그룹화하여
Segmentation을 생성하고, Segmentation의 밴드별 분광 특성뿐만 아니라 정규식생지
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등의 지표, 밝기, 모양, 질감
등을 활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그림 5). 본 연구에서는 객체기반 분류방법을 활용
하여 SPOT 위성영상에 대한 토지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그림 6).

그림 5 | 객체기반 토지 피복 분류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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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객체기반 분류방법을 활용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토지피복분류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객체기반 분류방법을 활용한 토지피복 분류에 대한 동해관광특구와 서해경제공동
특구의 토지피복별 면적과 산출하였다(표 3과 4).

표 3 | 객체기반 분류방법을 활용한 동해관광공동특구 토지피복 분류
토지피복

동해관광공동특구
면적(㎢)

비율(%)

한국
면적(㎢)

북한
비율(%)

면적(㎢)

비율(%)

시가화건조지역

393.67

3.83

261.52

5.39

132.16

2.43

농림지역

484.41

4.71

128.30

2.65

356.11

6.54

산림지역

7,264.13

70.59

3,633.20

74.93

3,630.92

66.72

초지

1119.29

10.88

607.81

12.54

511.48

9.40

나지

890.73

8.66

182.28

3.76

708.46

13.02

수역(해역 제외)

138.89

1.35

35.65

0.74

103.24

1.90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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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객체기반 분류방법을 활용한 서해경제공동특구 토지피복 분류
토지피복

서해경제공동특구
면적(㎢)

비율(%)

한국
면적(㎢)

북한
비율(%)

면적(㎢)

비율(%)

시가화건조지역

888.85

16.47

741.93

32.24

146.91

4.75

농림지역

1175.21

21.78

363.09

15.78

812.12

26.25

산림지역

1716.48

31.81

751.73

32.66

964.76

31.18

초지

808.34

14.98

257.45

11.19

550.89

17.81

습지(해역 제외)

40.13

0.74

3.70

0.16

36.43

1.18

나지

501.85

9.30

39.89

1.73

461.96

14.93

수역(바다 제외)

264.54

4.90

143.75

6.25

120.79

3.90

자료: 연구진 작성

동해관광공동특구의 토지피복 분류에서는 객체기반 방법의 결과가 무감독 분류보다
산림지역 7.32%, 농림지역 1.5%, 수역 1.25% 작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시가화건조
지역(2.39%), 초지(3.39%), 나지(4.33%)의 경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객체기반 분류방법을 통한 토지피복분류 결과, 북한 지역의 산림이 8.02% 더 낮게
나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나지는 7.18% 증가하였다. 객체기반 분류방법이
무감독 분류에서보다 북한 지역의 산림 황폐화 지역의 구분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서해경제공동특구에서는 객체기반 분류방법의 결과에서 한국 지역의 시가화건조
지역이 17.55% 의 더 높게 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무감독 분류에서보다 6.27%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나지와 산림의 경우
객체기반 분류 결과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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