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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실현
- 높은 경제 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 적용
 (국토인프라분야 남북협력의 추진방향) 새로운 남북경협 구도에 따라 국토인프라 분야 역
시 남북 동반성장이 가능한 모델 추진
-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을 목표로 북한의 국토
인프라 개발을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남북협력 방식으로 진행
-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 국토인프라 협력의 방향은 (1) 경제성장 고려 단계적 접근, (2)
지역이슈 기반 설계, (3) 입체적 접근으로 사회 문제 해결, (4) 주변국 간 연결성 강화,
(5) 민관 상호보완 관계 구축
 북한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은 15개 분야를 3단계에 걸쳐 시행
- 단계별 목표(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산업 클러스터 등
국가 중점사업과 연계, 3단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제고)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개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원산·금강산관광지대 교통 분야 실천과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의료, 관광 서비스를
연계한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실시
 (개성공단지구 산업클러스터 분야 실천과제)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의 단계적 추진
 (실천과제의 추진체계·재원조달) 중앙정부 간 협력과 지방정부 및 기업 간 협력 병행, 도
시 데이터 활용 민간 비즈니스 모델 구축, 남북 스마트 인프라 협력센터(가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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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차산업혁명은 선진국 저성장, 기후변화, 국제관계변화와 같이 글로벌 여건
변화에 영향에 미치는 메가트렌드 가운데 하나
-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는 점, 기존 인프
라의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점, 관련 핵심기술들이 주
요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기인
∙ 4차산업혁명은 한반도 주변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함
- 김정은 시기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한 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되었으며, 남북 모
두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이 마련된 남북경협이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토인프라분야의 새로운 협력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는 남북경협 재개 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단지
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포함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설정
∙ 시간적 범위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2026년을 전후로 공적원조 중
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관련 사업 도출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원고,
협동연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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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4차산업혁명시대의 여건변화
∙ 4차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 국토 인프라, 국제관계, 노동・고용 등 다양한 사
회적 변화를 낳고 있음
∙ 기술 요인이나 국토 인프라와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다루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함
□ 기존 남북경협의 평가
∙ 역대 정부는 통일과 민족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북한을 경제적 지원 및 수혜 대
상으로 인식한 남북경협을 실행
∙ 기존 남북경협의 성과는 남북경협 제도화, 남북 간 경제적 상호보완 가능성 실
증, 군사적 갈등관리 이행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경협형태, 상호 간 근본적 개념차이 존재, 핵문제
로 인한 사업 확대・다각화・첨단화 실패는 한계로 남음
□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필요성
∙ 4차산업혁명과 함께 북한 경제발전전략 변화, 북핵 관련 대외관계 변화, 남북
한 생산인구감소와 같은 여건변화는 기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 북한을 단기적 이익추구 대상으로 보는 인식, 기존 민족 내부거래 방식의 형식
에서 벗어나 주변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방안 필요

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과 국토인프라 협력의 추진방향
□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
∙ 문재인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한반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 신 경제 공동체 구현을 제시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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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남북경협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및 경로 창출을 위해 상호 간 경제 연관
수준을 높이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적용
□ 국토인프라협력의 새로운 추진방향
∙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에 따라 국토인프라 분야도 남북 동반성장이 가능한
모델이 필요
∙ 본 연구는 스마트 인프라 기반 남북협력을 제안하며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을 협력목표로 제시
∙ 협력방향은 스마트 인프라의 성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 경제성장에 따른 단계적 추진, 지역이슈 기반 설계, 입체적 접근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주변국 간 연결성 강화, 민관 상호보완 관계 구축

4.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사례와 시사점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조성사업
∙ 아세안 10개국은 스마트시티 개발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
트워크(ASCN) 이니셔티브 추진
- 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간 협력 촉진, 민간 활용 스마트시티 개발 활성화,
역외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자본과 기술 조달 원활화 등의 방식 사용
□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중국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지구(智慧地球), 디지털도시(數字城市)로 불리며
주로 도시성장유발을 통한 내수확대 측면에서 접근
∙ 동시에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路)로 연선국가와의 7개 분야 첨단기술 협력,
주요 접경지역의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중
□ 시사점
∙ 아세안 후발가입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ASCN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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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통해 국토 인프라 개발을 통한 북한의 4차산업 준비 가능성 확인
- 북한 스마트 인프라 개발은 역내․외 국가와 다국적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ASCN의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과 같은 협력 네트워크 필요
∙ 중국의 주요 접경 지역 및 연선 국가와의 IT 기술 협력 현황을 파악해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협력의 긴요성 확인
- 또한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제수준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확인

5.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과제
□ 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 북한 스마트 인프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국가 경제발전 단계, 디지털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 수익성 등을 고려해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진행
그림 1 |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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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그림 2와 같이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분야(15개)를 선정하고, 분야별 목표와 단계별 협력과제 제시
그림 2 |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주요 15개 분야의 단계별 협력과제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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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 원산시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 보유, 평양과의 높은 교통 연결성으로 국제도시
발전 가능성 높음. 특히 동해안을 축으로 자연 명승지를 다수 보유해 국가중점
사업으로 관광지구 개발 추진 중
-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원산시(원산지구)-통천군(통천지구)고성군(금강산지구)를 아우르는 광역권(직선거리 약 90km)의 관광지대 계획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은 앞서 설명한 단계별 목표에
따라 3단계(1단계: 관광산업 활성화, 2단계: 복합산업 육성, 3단계: 환동해 주
요 거점 연결)로 진행
∙ 기존 도시조직과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중점협력사업 도출
-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를 연계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원산시 대중교통 개선과 관광객의 안전・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
- 원산시 내 자율주행버스 노선 개발과 도시 주요 기반시설 연결, 스마트 교통
시스템 활용 스마트 관광 활성화 및 의료 안전망 구축, 스마트 교통 운송수단
및 운행노선 확대 실시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선행 경험, 수도권 인접, 평양-개성 고속도로로 평양과의
접근성 우수 등의 장점으로 신기술 보급의 거점지역으로 성장 가능성 높음
- 북한은 개성 일대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해결하는 특
별 지구로 지정하는 등 신기술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또한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은 앞서 설명한 단계별 목표에 따라 3단
계(1단계: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3단계:
환황해 주요 거점 연결)로 진행
∙ 북한의 스마트 공장과 유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점협력사업 도출
- 개성공단의 스마트 산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술이전, 정책수립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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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의 제조업 고도화 과정 중 필요한 선진국의 주요 역할을 한국이 수행
- 1단계 스마트 공장 시범적용 및 자율주행 순환버스 노선 운영, 2단계 스마트
공장 및 네트워크 확장, 스마트 산단 운영센터 건립, 3단계 공단 전역 스마트
공장 및 네트워크 적용, 개성 시가지와 교통 연결
□ 실천과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 (추진체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중앙정부 간 협력 구도와 데이터 활용 도시
관리 사업의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구도를 병행
∙ (재원조달)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에서 생성된 도시 데
이터를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 도시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
해 해당 수익을 다시 도시 건설・관리에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관련제도) 기존 법률 개정 및 스마트 인프라 관련 법제도 수립
- 실천과제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국내 법을 준용한 북한의 스마트 인프라 관련 법 제도 수립
- 협력 과정에서 ‘남북 스마트 인프라 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한국의 경험
및 지식 전달 창구로 활용, 북한 진출 기업 지원 및 관련 사업 통합 관리 수행

6.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인프라 분야 남북경협의 새로운 협력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
-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경제성장’의 목표에 따라 북한
의 국토 인프라 개발은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
∙ 미래 남북경협의 정책 입안방향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와 관련성 높은 실천과제
를 제시하여 정책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
- 북한 스마트 인프라의 분야, 목표,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다양한 지역과 도시
를 포괄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개발지원의 국제협
력 참여를 고려한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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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과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
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한반도 주변 여건이 변화해 기존 남북경협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과 전 세계적인 국토 인프라 추세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
한 남북협력 방안과 개성공단지구와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 대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여건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 필요
디지털 혁명 기반의 기존 산업의 융복합으로 설명되는 4차산업혁명은 선진국 저성
장, 기후변화, 국제관계변화와 같은 글로벌 여건변화에 영향에 미치는 메가트렌드로
여겨진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4차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고 있으며, 전통적인 인프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수
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관련 핵심기술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 들어서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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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남북한 모두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은 기존
의 경제규모나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한 남북경협 대신 노동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
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갈등까지 구체화되면서 한국정
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하는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남북 모두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
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및 경로
창출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과거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였을 때 남북관계는 리
스크 관리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제는 남북경협을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1). 즉, 새로운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가 공동 번영한다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실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뉴노멀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인프라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기후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다2). 한국도 4차산업 핵심기술 강화 및 기술 융복합
화를 통해 기존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국토 인프라 분야는 주로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스마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각 분야별 인프라의 디지털화로 이해될 수 있지
만, 스마트시티라는 장소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각종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은 향후 급격한 성장이 전망된다. 해당 시장은 연 평균 14.8%로 성장
하여 2020년 4,108억 달러에서 2025년 8,207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3).

1) 이상준(2020),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우리 지역사회의 남북협력과제, 국토 2020년 12월호, p.47
2) 4차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다보스 포럼(2016.1.)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슈밥은 <IoT, 빅데이터, AI, 고급로봇, 3D프린팅> 등 5대 핵심기술 등장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
3) Markets and Markets(2020.9), Global Smart Cities Market by Smart Transportation (Typ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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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북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4)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및 생산기능인구 감
소, 산업구조5)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강력한 대북제재까지 더해져 경제성장
이 어려워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은 기간산업의 디지털화를 통
한 단번도약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4대 선행 기초공업(전
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과 경공업, 농수산업, 건설・금융 분아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6). 이에 따라 한반도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스
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남북경제 협력방안과 이를 바탕
으로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토인프라의 디
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북한지역 내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실
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포함한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 초점을 맞췄다.

& Services), Smart Buildings (Type, Solutions & Services), Smart Utilities (Public Safety, Smart
Healthcare, Education, Street Lighting & e-Governance), Smart Citizen Services and Region Forecast to 2025, Market Research Report, p.294
4) 일반적으로 통일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남한의 고령화 속도를 낮추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출산율이 하락하여 2004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
다. 통계청과 UN의 북한 인구 통계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약 70% 내외의 비율로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BOK 경제연구
제2015-18, pp.2-3)
5) 2008년 기준 북한의 농림어업 고용 및 실질 GDP 비중은 각각 36%, 23.7%로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 구조도 집중화되어
대중의존도 및 광산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후진국형 수출구조로 악화되고있다. (정연하(2020), 국제비교적 관점
에서 본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저하:1998~2017년,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4월호 참고)
6) 임을출(2019), 북한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추진방식과 성과, 동아연구 제38권 2호,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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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4차산업혁명시대의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남북경협
을 평가하여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 미래 남북경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남북경협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국토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남북협력의 개념,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앞서 제시한 남북경협 국토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초점
을 맞춰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각 분야별 조성목표 및 추진계
획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원산・금강산 국제관
광지대와 개성공단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포함
한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 대한 새로운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지
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영세한 제조업 사업장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7) 기존 개성공단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의 경우
관광 및 관련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
선 및 관광자원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7) 2004년 당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를 희망한 1,700개 한국 기업 가운데 70.6%인 1,200개 업체가 수도권 소재의
경공업부문 중소기업이었음.(출처: 이상준 외(2004),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경제특구의 수
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토대로, 국토연구원,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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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상황 전제 및 연구 범위
(1) 상황 전제 및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비핵화에 따라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
재가 완화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한다. 2018년 이후 진행된 비핵화 협
상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협상의 단계를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한다
는 방침을 가졌다. 2021년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협상과 압력을 통한 외교적 해결
을 기본으로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8)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지구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합 기반 조성’ 시기에 경제특구 개발 확대 과정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의 개혁개방 사례에서 보면 미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 WTO 가입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9)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경제제재가 완화되더라도 해외투자를 본격적으
로 유치하기까지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적원조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되10), 이
를 바탕으로 북한 내 해외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빠르게 마련 할 수 있는 남북경협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도출한다.

8) 이상준 외(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pp.101-102
9) 베트남은 1992년 미국이 임시연락대표부를 설치하면서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이뤄졌고, 1995년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뤘으나 상당 기간에 걸쳐 정상국가화의 과정을 거치고 2007년에서야 WTO 가입이 이뤄짐(김상
배 외(2018), 4차산업혁명과 남북관계, 사회평론아카데미, p.66-67)
10) 남북경협은 대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 원조→ 원조와 투자의 결합 → 지역차원의 경제통합> 순서로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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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중장기 점진형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에 따른 개성, 금강산 사업 추진 시점

자료: 이상준 외(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pp.101-102 참고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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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지구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 사업 재개가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11), 단절된 남북한의 국토를 연결하고 이질적인 남북한의 국토를 동질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다. 또한 북한은 대남협상의
지렛대로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활용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지역을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시도할 테스트베드로 선정하고
새로운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2026년을 전후로 공적원조 중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
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토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 사업을 도출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 현장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활용 및 협동연구를 통해
진행했다. 첫째,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과 국토인프라 협력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국내외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주로 4차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트렌드, 주요 국토인프라
관련 이론, 개발도상국 개발 이론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둘째, 한국 스마트산단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
체 관계자와 면담했다. 이를 통해 부산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단 대개조 지원사업,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등 한국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산단의 사업내용을 파악했다.
11) 2.2.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9월 평양공동선언문(2018. 9.19) 중
일부 https://koreasummit.kr/Summit2018/Performance_Pyongyang
12)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남 적대행위에 대한 4가지 계획을 공개했다. 첫째,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
게 될 것. 둘째,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경계근
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 셋째,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 넷째,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 출처: 한겨레, 2020.6.17. 북 “금강산·
개성공단·GP 군 배치... 접경지역 훈련도 재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9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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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주요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자문내용
1

남북경협의 평가 및 미래 남북경협 관련 의견수렴

2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및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3

북한의 IT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정책 역사

4

북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술수준 및 현황 파악

5

북한 건설 및 기술자 양성체계 파악

6

한국 ICT 정책의 변화 및 개발도상국 적용 방안

7

개성공단지구, 금강산관광지구 현황 및 미래 지향점

8

북한 교통·물류 기초 인프라 현황 및 미래 지향점

9

북한 교통·물류 기초 인프라 구축시 국제사회 재원조달

10

북한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특성 및 조성전략

11

한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소개

전문가

참여기간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
강호제
(독일 베를린자유대 공동연구원)
곽인옥
(21세기 동북아 포럼)
강영실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영범
((前)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변상욱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이희열
(에릭슨엘지 테크놀로지)
김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2020.92021.2
2020.7
2020.10
2020.8
2020.11
2020.8
2020.6
2020.7.
2020.7
2020.10
2020.10

셋째, 스마트인프라를 활용한 남북경협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
해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의
주제는 크게 i) 기존 남북경협의 평가와 미래 남북경협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ii)
현재 북한의 IT 산업 및 관련 정책 현황 파악, iii) 한국의 ICT 정책과 스마트인프라
현황 및 북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 iv)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스마트인프
라 개발방향 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이재천(중
국과학원)에게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원고, 정재완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
책연구원)에게 ASCN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원고를 의뢰했다. 또한 원산・금강
산관광지대 스마트시티 조성및 개성공단 스마트시산단 조성을 위한 세부실천과제 도출
을 위해 유승호(리플래폼 대표)에게 원산・금강산관광지대 및 개성공단의 지역현황분석
및 세부실천과제 도출에 관한 위탁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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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구의 틀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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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당시 진행 중인 경협사업
을 구체화하거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경협사업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토인프라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북경제공동체 뿐 아니라 동북아경제
공동체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경협 관련 연구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
고, 이후 관련 연구는 주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의 4차산업 실태에 관련 내용도 포함되는데, 대북제
재로 인해 북한 내부에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보다
는 주로 북한정부의 정책방향이나 대응전략의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남북경협에 대한 기존 논의 중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바로 남북 ICT 협
력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
렌드의 등장 뿐 아니라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5G, 반도체, 디지
털통화 등 4차산업 핵심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선행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남북경협의 국토인프라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었다. 특히 기존 남북경협사업 중 국토인프라 분야의 대표사업이었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해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의 질적쇄신 방안 마련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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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
∙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 검토 및 현
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 국내외 문헌고찰
황 평가
∙ 연구자: 이상준 외(2001)
∙ 통계자료 분석
∙ 남북경협의 발전 가능성 모색
1
∙ 연구목적: 남북관계의 대내외 환 ∙ 전문가 자문회의 ∙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설정, 부문별 과제
경변화에 대응한 남북경협의 새
및 원고의뢰
도출, 실천계획의 기본구상 제시, 추진체
로운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제시
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과제명: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 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비교를 통한 북한
∙ 연구자: 김석진·홍제환 (2019)
비즈니스 환경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 연구목적: 연구목적: 민간기업 ∙ 국내외 문헌조사
2
∙ 남북경협 분야별(제조업, 지하자원개발,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 국제통계분석
소프트웨어산업, 관광) 발전잠재력 분석
발전잠재력과 비즈니스 환경을
∙ 남북경협 지원정책 과제 도출
평가, 향후 제도개혁 및 정책과제
도출

주요
선행
연구

∙ 과제명: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 국가혁신체제론의 이론적 검토
구현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학기술중시노선
∙ 연구자: 최은주(2019)
∙ 국내외 문헌조사
3
에 따른 단번도약론) 분석
∙ 연구목적: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 ∙ 관련 이론 검토
∙ 북한의 단번도약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
는 과학기술정책변화 및 경제발
도출
전전략 분석을 통한 단번도약 가
능성 타진
∙ 과제명: 북한의 4차산업혁명-대
응전략, 추진방식과 성과
∙ 연구자: 임을출(2020)
4
∙ 북한원전분석
∙ 연구목적: 북한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과 추진방식, 일부
성과 고찰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및 북한의 대
응전략
∙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식
∙ 북한의 4차산업혁명 성과와 한계

∙ 과제명: 미중 ICT 경쟁과 남북
ICT 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
∙ 북한원전분석
5
∙ 연구자: 김상배(2021)
∙ 연구목적: 미래 남북 ICT 협력의
조건과 과제 도출

∙ 미중 ICT경쟁의 구조 파악
∙ 북한 ICT현황 파악
∙ 남북 ICT협력의 지정학적 변수 분석

본 연구

∙ 과제명: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
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분야의 실천 과제
∙ 국내외 문헌조사
∙ 연구자: 김민아(2021)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및 원고의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남북경협 ∙ 협동연구
방안 제시 및 국토인프라분야 실
천과제 도출

∙ 4차산업 포함 글로벌 여건변화 분석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사업
재평가
∙ 북한 4차산업 관련 동향 및 시사점
∙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
실천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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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효과
우선 본 연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단되었던 관련 논의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갈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남
북관계를 복원해야하는 필요성은 증가하였지만, 현재 남북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
련 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
떠한 인식전환이 필요한지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각 관계 정부
부처에는 새로운 정책 입안 방향을 제시하고, 독자들에게는 남북경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서 남북
경협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북한 내 스마트 인프
라를 활용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김정은 시기 경제발전전략에 대응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모두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노
동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디지털 뉴딜 등 현재 국정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남북경협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주요 정책 수요처의 정책 입안 요구에 대응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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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먼저 4차산
업혁명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지난 남북경협의 내용을 대북정책과 국토인프
라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에 더해 4차산업혁명이 한반도 주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1. 4차산업혁명시대의 여건변화
1) 4차산업혁명과 주요 글로벌 여건변화
(1) 4차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포럼(2016년 1월 개최)에서 설립자이자 의장인 클라
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 4차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을 전 산업부문에 적용해서 ‘4차산업혁명’ 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때 슈밥은 4차산업혁명을 디지털혁명 기반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의 융합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유망한 26가지 기술, 제품, 분야를 모두 언급했다1). 이
후 현재까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전환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대
응은 국가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요 제조업 선진국 4강(독일, 미국, 일본, 중
국)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6-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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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가장 먼저 2011년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발표를 통해 ICT 기
술과 전통 제조업의 접목에 초점을 맞춘 산업 통합 비전을 제시하였다. 해당 정책은
초기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계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개념을 개선・수
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
회하였다. 이것은 당시 독일에서의 4차산업혁명이 고임금 구조에서 생산현장을 혁신하
고, 고령화로 인한 숙련공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기기의 개발 보다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
존 산업의 대응 방안을 주로 모색하였다. 이후 2016년에 디지털 전략 2025(Digitale
Strategie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이외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였다2).
미국의 4차산업혁명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정부는 제
조혁신 기반 구축과 함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제조혁신과 관련해 2011년 첨단 제조 파트너쉽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이하 AMP)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첨단제
조업을 정의하고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민관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AMP 2.0에서 국가 R&D 활동을 제조업의 혁신제품 개발로 연결시
키기 위해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NNMI)를 구축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조혁신 생태계
를 조성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진행하고 빅데
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3).
일본은 독일, 미국에 비해 다소 늦은 2016년 국가차원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재흥전략 2015에서 생산성 혁명을 통한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하면서 4차산업혁명을 언급하였고, 이후 ‘신산업구조비전 2016’에서 4차산업혁명 관

2) 장윤종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88, 102, 120
3) 장윤종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p.139-141, 146, 14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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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략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은 범국가적인 종합
전략으로 4차산업혁명을 통해 고령화, 저성장,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에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4차산업혁명은 신산업구
조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 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초 스마트
사회(society 5.0)의 실현을 목표로 둔다4).
중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 중
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정책을 인터넷+ 정책과 통합・추진하면서 본격화되
었다. 2016년 5월 국무원이 해당 정책들을 융합하는 ‘국무원,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
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이후, 공업정보화부의 융합발전계획, 중국발전개
혁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인공지능발전방안, 각 부처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관련 산
업 발전 계획 등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특히 중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은 정부와 대기
업의 협력모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0년대 중국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급속
히 확산하면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주요 대기업(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지원, 해외 기술기업 인수가 이뤄지면서 혁신과 기술력 강
화의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5).
이처럼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현재까지 많은 논의와 정책제안이 있었지만, 해당 현
상을 촉발시키는 기술요인이나 국토인프라와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4차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
다. 현재까지 진행된 4차산업혁명을 보면 디지털 핵심기술이 서로 연계되어 데이터 기
반 가치창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은 현상을 유발하는
범용 기술을 특정 기술로 정의할 수 있었으나 4차산업혁명의 경우 기존의 현실세계와
3차산업혁명의 가상세계를 결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

4) 장윤종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p.88, 175-176
5) 장윤종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p.210-211, 219, 224,
238
6) 장윤종·김석관 외(2017),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방안: 기술과 사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 제 1권, 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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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4차산업혁명의 기술동인: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

자료: 최병삼 외(2017),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 p.3;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57에서 재인용

표 2-1 | 4차산업혁명의 세 가지 층위의 정의
4차산업혁명
정의

197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이 5대핵심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되는 현상

층위

미시적 층위

중간적 층위

거시적 층위

구성요소

요소기술

시스템

트렌드

명칭

5대 핵심기술

데이터기반 가치창출 시스템

디지털 전환의 심화

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5대 핵심기술은 서로 연계되
어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
·디지털전환: 산업과 사회의 각
스템을 구성
부문이 디지털화되고 ICT가
적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매개로 가상세계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현실세계를 결합하여 공정,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현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상
등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자료: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54 바탕으로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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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자 별로 강조하는 핵심기술이 다양
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디지털 전환으로 규정한 장윤종・김석관 외
(2017)의 연구결과에 따라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을 유발시키는 핵심기술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본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을 구성하는 핵
심기술에는 i) 센서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사물인터넷(IoT), ii) 대용
량 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분석 과정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iii) 컴퓨팅 자원에 온디
맨드 방식으로 접속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iv)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사하는 인공지능,
v) 외부환경에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등이 5대 핵심기술에 해당된다7).
이와 같은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심화는 내용, 방식, 파급범위, 변화속도 등이
산업별로 상이하지만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는 헬스케어, 금융, 법률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 뿐 아니라 산업용 장비, 자
동차 등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이나 에너지 분야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8). 국토
인프라 분야의 경우 물리적 제약성이 높아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
으나 디지털화의 거시적 경향은 타 산업과 유사하다. 2000년대 초 U-City 사업은 통
신 사업자 중심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머물렀으나 현재의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모
델’로 정의될 정도로 발전되었다9).
이에 따라 현재의 스마트시티는 공간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 외에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 기술, 이에 파생되는 ‘서비스’ 등 3개의 레이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프라의 경우 국토, 교통, 도시, 공간정보 등과 관련한 물리적 인프라
를 포함하며, 전통적인 인프라에 센서, 네트워크 등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관련 기술
이 추가되어 디지털화의 기반을 갖춘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관제센터
설립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의 토대를 만들고,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10)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체감형서비스를구현한다.

7) 각 기술별 자세한 내용은 장윤종·김석관 외(2017),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방안: 기술과 사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 1권, pp.56~78을 참고
8)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iii, v, 287
9) 국토교통부(2019),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2019~202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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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2019),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p.6

10) 부산에코델타스마트시티는 3대 플랫폼으로 디지털도시, 증강도시, 로봇도시를 정의하고 로봇을 도시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출처: 스마트시티종합포털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기본계획
https://smartcity.go.kr/%ED%94%84%EB%A1%9C%EC%A0%9D%ED%8A%B8/%EA%B5%AD%
EA%B0%80%EC%8B%9C%EB%B2%94%EB%8F%84%EC%8B%9C/%EB%B6%80%EC%82%B0
-%EC%97%90%EC%BD%94%EB%8D%B8%ED%83%80-%EC%8A%A4%EB%A7%88%ED%8A
%B8%EC%8B%9C%ED%8B%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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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는 제조업과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기존 산업과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불연속적인 변화를 촉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기업단
위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 체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재생산 비용이 0에 가까운 상품들이 특정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11).
이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거시적 현상이 수반하는 경제, 사회적 변화는 예측 불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2) 기타 글로벌 여건변화
4차산업혁명 외에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주요 글로벌 여건변화로 기후변화, 선진국
저성장, 미중갈등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일반적
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여러 자연현상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구 온
난화로 인해 발생한 그린란드의 육지빙하 소실량 증가, 북극권의 영구동토층 면적 감
소, 남극의 최고온도 갱신 등의 자연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전염병 증가 등 다양한 기상이변 현상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대기 중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증가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과학 분야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를 목표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부정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2). 이것은 이산화탄소 환산톤(CO2e)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배출되는 5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거의 순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과 같다13).
11) 장윤종·김석관 외(2017),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방안: 기술과 사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권, p.82
12) 마이클 제이콥스 외(2017),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정책, KPIA(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p.248-255
13) 순 제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상황을 의미하며, 탄소 중립과 같은 뜻이다.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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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이 협약은 1994년 공식 발효되어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였다. 또한 1997년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구속력을 지닌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최초로 합의되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공식 발효되어 부속서 I에 속한 선진국과 강제 이행국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으로 규정했
다. 그러나 2012년 이후를 대비한 ‘Post-2012’체제의 최종 합의가 실패해 기존 교토
의정서가 연장되었다. 이후 2015년에 이르러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
(COP21)에서 ‘Post-2020’ 준수를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즉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2015.12.12.)되었고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효되었다(2016.11.4.).
파리협정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면서
보편적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협정에 따라 참여 각 국은
자발적 기여안(INDC, Intended Nationalit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여 5
년마다 갱신,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각 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상향식이기 때문에 불이행시 받는 불이익 또한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14).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속화
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퇴한 파리협정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15).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기존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
고,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대다수 지지를 받은 민주당 그린뉴딜 결의안의 내용

소 환산톤은 여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측정 방식을 말한다. 빌 게이츠(2021),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 김영사, p.31, 35.
14) 김남영(2017),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할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기조와 국가별 대응전망, 세계와 도시 17
호,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p.31-32
15) The Guardian(2021.1.20.), Biden returns US to Paris climate accord hours after becoming president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jan/20/paris-climate-accord-joe-biden-retur
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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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분야별 목표
분 야

목 표

예

산

·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 시스템 구축에 임기 4년 간 2조달러 투자

발

전

· 20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

건

물

· 203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수

송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강화

산

업

· 저탄소 제조업 국가전략 수립

기술혁신

·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환경정의

· 역사적, 환경적 부정의 해결 및 정의로운 전환

자료: 신동원 외(2020),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시사점, KEI포커스 제8권 제16호, p.8~11 바탕으로
저자 수정

을 포함하고 있다16). 한국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국제사
회의 흐름에 발맞추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17).
향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필수 의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서 규정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국가 별로 온실가스 배출
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주로 전력생
산과 기후변화를 연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전기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요인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에는 전력생산 외에 다
양한 행위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해 온실가스 절감을 이루기 위해
향후 이를 둘러싼 인프라의 광범위한 혁신이 요구될 것이다18).
16) 미국 민주당 그린뉴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함. I)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II) 일자리
창출, III) 인프라와 산업 투자, VI) 지속가능한 환경(깨끗한 물과 공기, 기후 및 공동체 회복력, 건강한 식량,
자연 접근성), V) 정의와 형평성 보장. 신동원 외(2020),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시사점,
KEI포커스 제8권 제16호, p.2, 5.
17) 조선일보(2020.4.23.),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 그 내용은,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347&Newsnumb=2020049347)
18) 그러나 많은 행위들 가운데 탈탄소화한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얻고, 시멘트나 철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조과정
과 교통·운수 인프라를 전기화하는 것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여겨지므로, 전력생산 행위의 탄소
중립 중요성이 가장 높다. 빌 게이츠(2021),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 김영사, p.15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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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성
배출 행위

비울

무언가를 만드는 것 (시멘트, 철, 플라스틱)

31%

전기 (전력생산)

27%

무언가를 기르는 것 (식물, 동물)

19%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 (비행기, 트럭, 화물선)

16%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 (냉난방시설, 냉장고)

7%

자료: 빌 게이츠(2021),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 김영사, p.82 바탕으로 저자 수정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글로벌 여건변화는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이다. 2008년 세계금
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해당 현상의 원인이 경기
순환적 현상인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 정체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총 수요 부진, 성장잠재력 약
화,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오류를 이유로 들어 경제 부진의 원인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19).
이에 반해 장기 정체설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여
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장기 정체설 개념의 모호성, 혁신의 생산성 제고효과
지속, 인구구조의 변화(개발도상국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선진국 경제의 장기 정체
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20).
그러나 양 측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 혁신의 경제적 파급
효과 축소, 경제 불안의 투자부진 초래 등이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점과 함께 선진국
경제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에 양 측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공급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양쪽 모두 동의하고 있다. 특히

19) Summers(하버드대 교수), Krugman(프린스턴대 교수), Fisher(미 연준 부의장), Blanchard(IMF 수석이코노
미스트), Eichengreen(버클리대 교수) 등이 장기 정체설을 지지하였음.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4.12), 선진
국 경제의 장기정체 진입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사점, p.3-8
20) Beckworth(텍사스주립대 교수), Mokyr(노던웨스턴대 교수)등이 장기 정체설을 부정하였음. 한국은행 국제경제
리뷰(2014.12), 선진국 경제의 장기정체 진입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사점,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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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3대 요소가 인구성장, 노동효율성, 기술혁신인데 현재 선진국들의 인구 성장률
둔화를 감안한다면 글로벌 경제의 구조개혁의 초점은 노동효율성 제고와 기술혁신에
맞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21). 앞서 설명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나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인프라 대전환의 국가정책들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갈등이 촉발되면서 국제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증가했다는 점
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선진국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기성강국과 신흥강국 간의 세력 경쟁
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무역, 기술, 환율 등 경제영역 뿐 아니라 체제와 이데올
로기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22).
현재 미중 간 경제 갈등의 경우 5G, 반도체, 기축통화, 디지털통화 등 주로 4차산업
핵심 분야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반 화웨이 전선은 5G를 둘러싼 미중경쟁
으로 확대되어 미국 국무부는 5G를 비롯한 주요 디지털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
와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동맹국과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려한다23).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보복, 관세인상 등의 경제적 압박을 사용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세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가치이념의 강조를 압박 수
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새로운 인도-태
평양 전략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때 핵심전략으로 쿼드(Quad)를 공식
화하고 일본, 인도, 호주와의 연대 노선을 본격화하여 남중국해, 대만문제, 홍콩문제,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올해 첫 쿼드 회의(2021.2.18.)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어떠한 현
21)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4.12), 선진국 경제의 장기정체 진입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사점, p.13
22)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연구원(EAI) 스페셜리포트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6부작 시리즈를 참고할
것 (2020년 8월, 11월)
23)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5G 청정 네트워크 이니셔티브(5G Clean
Networks) 등이 대표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주(2020.8), 경제 갈등의 4대 핫스팟, 미중 5G 경쟁 2.0과
한국: 다변화 전략과 중견국 외교, EAI 스페셜리포트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을 참고

제2장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27

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쿼드 국가 간 긴밀한 연대를 요구했고, 바이든 행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대중접근법을 i) 미중체재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 해소, ii) 동맹규합, iii) 첨단기술경쟁, iv) 행동준비의 4가지로 언급했다24).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을 갖
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중국은 양회(兩會, 2021.3.4.~11.)에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여 장기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공산당 체제의 안전성 강화와
과학기술 능력 배양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i) 경제성장률 6% 이상의 목표 제시. ii) 자립자강을 위한 과학기
술 혁신 능력 제고, iii) 내수확대로 글로벌 경제와 연계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했다.
둘째, 남중국해, 대만문제, 홍콩문제 등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불가 방침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 ‘홍콩 선거 제도 완비
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ii) 미국의 다자주의 동맹의 대응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RCEP)의 조기발효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속 추진을 강조하였
다25).
이처럼 미중갈등이 강화되고 구조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국제질서의 대폭적인 변환
이 세계질서, 동북아 지역질서, 한일 간 양자질서 등 세 가지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
다26)는 것에 유념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두 강대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미중갈등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경쟁과 한반도 문제를 분리하려
는 의식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가 대리전 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27).

24) 정재홍(2021),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통권 336호, 세종연구소,
p.1-2
25) 신종호(2021),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0; The White House(2021.3),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에서 재인용
26) 이동휘(2021.9.4.), 대변환기에 접어든 국제질서, 국토연구원 제5회 동북아콜로키움 토론자료
27) 신종호(2021),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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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산업혁명시대의 영향
4차산업혁명은 국내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노동・고용 등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선진국 저성장, 국제관계변화와 같은 글로벌 여건변
화에도 영향에 미치는 메가트렌드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영향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 국토 인프라에 대한 영향,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저성장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은 4차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
고 기술진보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 경제개혁은 인구성장률 둔화로 인해 경제성
장의 3대 요소 중 주로 노동효율성 제고와 기술혁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변화를 나타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라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낳았다.
현재로서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폭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 유
연한 규제정책 요구, 플랫폼경제 및 공유경제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시대변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들어 개발도
상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존 경제성장 경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독자적인 경로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데, 이것은 현재 진
행되고 있는 급속한 정보기술을 비롯한 신기술 및 혁신산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둔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토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국토 인프라에 디
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국토 인프라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물리적 제약이 높아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의
의 속도가 느렸지만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산성 증대의 맥락에서 점차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
정에서 기존의 유비쿼터스 도시가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기술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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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도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시티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며, 무분별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방안, 도시성장과 변화 등 현대
도시의 도시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28). 그러나 국토 인
프라 전 분야에 걸쳐 살펴본다면 해당 분야는 아직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면 증가와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를 고려한 도시개
발, 기온상승으로 인한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경향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배치 등
국토 인프라 개발에 기후변화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체제, 수송
체제, 산업체제, 도시체제, 농업체제를 구성해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늘려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29).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 주요 선진국
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강국 간의 세력 경쟁으
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갈등이 전통적인 경제영역 뿐 아니라 5G, 반도체, 기축통화,
디지털통화 등 4차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는 주로 국가 간 기술경쟁이 기술확보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가 간 패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확대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경쟁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8) 관련 내용은 Luque, A. et al, 2014. Smart urbanism: Cities, grids and alternatives?, After Sustainable
Cities?, Routledge 참고
29) (1) 에너지 부문의 핵과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의 저장으로 대체, (2) 교통 부문의 거의 완전한 전기화, 광범한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3) 디지털 정보기술을 사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경제적 산출의 탈물질화
(dematerialise) 등이 있음 (출처: 마이클 제이콥스 외(2017),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정책, KPIA(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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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남북경협의 평가
1)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여기서는 지난 남북경협의 내용을 대북정책과 국토인프라의 틀 안에서 검토・평가한
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두환 정부까지 남북대결구도의 정책을 이어오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시작으로 북한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가 자리 잡았
다. 이후 북한에 대한 입장과 세부전략에는 정부별 원칙이 달라 추진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지만30) 통일과 민족공동체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북한을 경제적 지원 및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은 동일하다.

(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1988~1993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목표는 남북한 정권을 상호인정하는 교차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방외교의 적극
적인 추진에 두면서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펼쳤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국내의
통일 열기와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남북관계에서 대
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강화하여 대북정
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성격을 지녔다(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31).
이에 따라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했고, 1988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며 자주・평화・민주・복지의 통일이념과 민족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기존의 영구분단안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
30) 여기에는 (1) 통일·대북정책의 목표: 사실상의 통일인지, 법적·제도적 통일인지 (2)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를
인정하느냐의 여부, (3) 통일 및 북한인권문제의 특수성과 보편성: 북한의 특수성 인정 범위 및 남북관계에서
국제관계의 규범과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 (4) 정경연계 여부: 핵문제 및 군사문제와 경제문제의 연계
범위. (5) 상호주의의 수준: 남북관계에서 상호관계 수준, (6) 접근방식과 정책수단: 관여정책, 유인수단 vs 봉쇄
정책, 압박수단 등의 기준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말함 (이규창 외(2017),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pp.7-8)
31) 조성렬(2019),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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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성사, 1991년 10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
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32)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러 차
례의 실무접촉 끝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키면서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협력과 관련된 성과로는 남북교류협력 관계의 법제도화를
들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7.7 특별선언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시행령(1990.8.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0.11.9.)’을
차례로 제정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법(1990.8.1.)’을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설
치했다3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을 적대 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교
류・협력의 당사자로 간주한 국내 최초의 법률로서,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본 지
침이 마련되면서 남북 간의 인적 왕래, 물자반출・반입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34).

(2)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1993~1998년)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살리며 적극
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했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자주・평
화・민주’를 통일원칙으로 제시하고,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
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했다35).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는 이유로 거절했다.

32) 당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내려짐
33) 조성렬(2019),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p.296-297
34) 이 법은 남북 간에 교류협력의 내용을 ‘주민 간 접촉’,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수송장비 운행’, ‘협력사업’
등으로 세분화함
35) 박광기 외(2008), 한국의 통일대북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11(1),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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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시 다양한 국내외 상황 때문에 일관된 대북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각각 1993.3, 1993.6.)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냉각되었다.
이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관계가 지속되었으나 1994년 6월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핵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이끌어내고,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대
한 의사를 카터에게 전달하여 평화무드가 조성되던 중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1994.7.8.).
이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전략 내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합의에 의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출범했다36). 같은 시기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북한에 대한 민간교류 및 지원 활성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위
탁가공교역이라는 새로운 남북경협형태가 등장하여 그 해 9월(1992.9) 코오롱 상사가
처음으로 북한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셔츠 3만 8천달러)을 국내에 반입했다37).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 합의(1995.6.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결성(1996.6.8.) 등
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잠수함 사건(1996.9)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기 전까
지 지속되었다38).

(3)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1998~2003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
내고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은 남한이 북한에 물자지
원 및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움을 주면 북한체제가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다
는 것이 요체였다. 당시 정책목표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며,
3대 원칙으로 첫째, 일체의 무력도발 비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남북한 화해협력
36) 자세한 내용은 박태균(2014), 남남갈등으로 표류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과 평화 6집 1호 참고
37) 임강택 외(2018),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p.34
38) 박태균(2014), 남남갈등으로 표류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과 평화 6집 1호,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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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제시했다39).
햇볕정책으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은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공존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는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 북한의 권력승계 완료 및 체제위기 극
복에 따른 대외관계 개선의지40) 외에 집권 2기의 클린턴 행정부가 ‘개입정책
(engagement)’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잡고 한미 양국 간 이해와 동의가 있어 가능했
다41). 해당 선언은 통일 문제에서 민족적 차원의 접근의 중요성을 합의한 한반도 문제
의 ‘한반도화’(1항),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의 단계를 통한 통일 지향에 합의한 ‘체제인
정과 평화공존’(2항),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경협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3항,4항), 당국자 회담 개최 합의를 통한 남북 간 ‘상시 대화 채널 확보’(5항)
등 통일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합의 내용을 다룬다42).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중심축이 민간경협에서 공적경협으로 이
동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줬다. 2000년 이전의 남
북경협은 개별 민간기업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
로 남북한 당국, 특히 한국정부가 경제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공적
경협사업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허용(1998.9), 개성공단 개발사업 합의(2000.8),철도
도로연결사업,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민간기업 차원의 경협으로
는 일반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내륙지역투자사업 등이 이뤄졌다43).

39) 박광기 외(2008), 한국의 통일대북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11권 1호, p.172
40) 1998년 고난의 행군을 마감한 북한은 김정일로 권력 승계가 완료되고, 체제 붕괴의 임계점을 벗어낫다는 자신감
을 갖고 강성대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함
41) 김근식(2019),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p.366-367
42) 김근식(2019),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p.372-373
43) 임강택 외(2018),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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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2003~2008년)
노무현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정책보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존 경협사업, 사회문화적 인적교류,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이
매년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남북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가 빈번한
반면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북핵 2차 위기 등 정치적 화해나 군사적 신뢰
구축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었고,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북핵 상황과 남북
관계를 연계시킨다는 현실적 입장을 취했다44).
10.4 남북정상선언(2007)은 기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되 추상적・원론적 합의를
넘어서는 구체적 합의와 의미있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정치・군사분야의 진전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의 창출을 목표로 했다.
정치・군사분야의 경우 종전선언 추진 합의, 6자회담의 틀에서 비핵화 이행, 상호 내정
불간섭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남북경협의 경우 경제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선순환
이라는 발상 하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지정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경제협력을
통해 기존의 남북의 군사적 대치 장소가 평화공존의 지대로 전환된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10.4 남북정상선언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사업이 45개에 이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라는 제약을 극복하지 못해 이후 실
천력을 담보하지 못했다45).

(5)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2008~2013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전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고, 출범 직후 ‘상생공영정
책’을 대북정책으로 채택하여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보상적 접근을 명확히 했
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의 경제 유인책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유도에서 성과를 내
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대북 강경책과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44) 김근식(2019),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369
45) 김근식(2019),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377,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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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구상은 1단계 비핵화, 2단계 북한의 정상국가화, 3단계 남북경제공
동체 건설로 짜여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할 경우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3000이란 표현이 북한의 경제사정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북한은 여기에 ‘비현
실적이고 북(北)을 모르는 소리’, ‘개념만 있고 각론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46).
이후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에 따른 한국 정부의 최초, 최대 독자제재가 개
시되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내륙지역 투자사업 등 남북경
협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다47).

(6)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2013~2017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노선에 대
한 비판적 견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은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촉구한다는 면에서는 이
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연동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48).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
사도발에 대해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사업중단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기존 패턴을 유
지했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2013년 4월 잠정 중단되었다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되
었으나, 2016년 2월 전면 중단되어 모든 남북경협 사업이 중단되었다.

46) 실제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송홍근(2008.3.19.), ‘비핵개방3000 구상 남조
선 헛소리 말라우‘,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4625/1
47)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5.24 조치 이전인 2008년 7월에 사업이 중단됨
48) 김동엽(2019), 새로운 100년의 시작과 한반도 통일,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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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정부별 주요 대북정책과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기간

19931998년

정부

김영삼
정부

주요대북
정책

세계화정책

대북제재

북한도발

UN

미국

한국정부

(1회)

-

-

(1회)

-

-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7.5.)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695호 채택
(2006.7.15.)

북한 제1차 핵실험
실시(2006.10.9.)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
(2006.10.14.)

(2회)

(2회)

-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
PT)탈퇴 선언
(1993.3.12.)
(1회)

1998~
2003년

2003~
2008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햇볓정책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825호 채택
(1993.5.11.)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1998.8.31.)

평화번영
정책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4.5.)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
(2009.5.25.)

2008~
2013년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2009.6.12.)

천안함 폭침
(2010.3.26.)

5.24 조치
(2010.5.24.)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4.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12.1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 채택
(2013.1.22.)

(5회)

(2회)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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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2.1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
(2013.3.7.)

북한 제4차 핵실험
실시 (2016.1.6.)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2.7.)

2013~
2017년

박근혜
정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2016.3.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북한 제5차 핵실험
실시 (2016.9.9.)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11.30.)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016.9.9.
이후 11차례,
14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채택
(2017.6.2.)

(5회)

문재인
정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8.5.)

북한 제6차 핵실험
실시(2017.9.3.)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2017.9.11.)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11.29.)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2017.12.22.)

(4회)

행정명령
13722호
(2016.3.15.)

3.8.조치
(2016.3.8.)

12.2.조치
(2016.12.2.)

(2회)

행정명령
13810호
(2017.9.20.)

(3회)

자료: 남북교류지원협회(2019),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pp.7-8 종합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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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3
364)(2017.7.
24.)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
(2017.7.28.)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성공단 중단
(2016.2.10.)

(4회)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
(2017.7.4.)

2017년
~
현재

대북제재강화법(
H.R.757)
(2016.2.)

11.6 조치
(2017.11.6.)

12.11 조치
(2017.12.11.)
(2회)

(2회)

2) 남북경협 사업의 개요
(1) 기존 남북경제협력 사업 분류
남북경협이란 용어는 주로 남북교류협력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대북
지원, 무역, 투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대북지원은 주로 인도적 지원을, 무역은
위탁교역을 포함한 남북 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투자는 협력사업이나 개발지원을 포괄
한다49).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경제협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남북경협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것을 노태우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제
도적으로 보장(1990.8)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일반교역에서 위탁가
공교역, 대북투자 사업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했다.
무역 부문의 경우, 일반교역에서는 주로 남한기업의 북한상품(농수산물,광물) 수입
이 이뤄졌으며, 위탁가공교역에서는 한국의 원재료를 북한에 반출하여 현지에서 임가
공하여 한국으로 재반출(섬유,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하는 단순임가공이 이뤄졌다.
투자 부문은 사업형식에 따른 구분(협력사업, 개발지원) 외에 투자주체에 따라 다시
민간, 반민・반관, 정부에 의한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부문 투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한의 모회사가 북한의 자회사에 설비 등의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민・반관 투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및 기업
입주 과정에 걸친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차원의 투자는 경수로 사업,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50).
또한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남북경협 사안의 논의 및 이행을 위해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등의 실무 접촉을 위한 하부협의체를 운영했다.

49) 이영훈(2006),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pp.2-3
50) 이영훈(2006),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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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남북경협의 유형별 분류
구 분
지원
무역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내 용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

남측참여자

방 식

정부·민간

북측 요청에
대한 지원

일반교역

·농수산물, 지하자원(광물)의 단순교역

민간

비관세 무역

위탁가공교역

·경공업(섬유,의류 등) 위탁가공교역

민간

비관세 무역

협력사업

·개성공단 개발 투자
·금강산 및 개성관광 투자
·기타지역 개발 투자

민간주도
정부지원

민간투자
반관·반민투자

개발지원

·핵 협상 관련 지원(경수로 사업 등)
·기타 당국간 경협(철도·도로 연결, 경공
업 원자재 제공 등)

정부주도
민간참여

정부투자

투자

자료: 이영훈(2006),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pp.2-3; 이상준 외(2012), 북한 국토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p.26 바탕으로 저자 수정

그림 2-3 | 남북교역 추이 및 주요 사건

자료: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창, p.47 바탕으로 저자작성

40

이에 따라 남북교역 총액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교역 총액 18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5.24조치(2010년)로 무역, 투자 부문이 모두 금지되고
개성공단사업만 남게 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개성공단 사업만 유지된 상태로 남북
교역 총액 2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경협은 완
전히 중단되었다51).

(2) 국토 인프라 분야의 주요 남북경협 사업
앞서 살펴본 남북경협 사업 중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은 주로 투자 부문의 협력사업과 개발지원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사업은 금강산관
광사업,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공유하천 협력사업이다52).
첫째, 현대아산과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4건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금강산관광
산업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1998.10.29.). 경제성보다는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확
대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접근했다. 해당 사업은 현대아산 주체로 기획,
집행하고 정부부처인 통일부는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관광상품의 운영 외에 경제협력사업(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
금으로 금강산 현지의 관광시설에 직접 투자), 1・2차 금강산관광객 경비지원사업(통일
부, 교육부가 금강산관광객 경비를 직접 지원), 금강산관광지구 내 도로포장사업(금강
산지역의 도로인프라 구축에 통일부가 직접 지원)등 4개 사업도 추진하였다53). 이에
따라 연간 7만명 수준이던 관광객이 20~30만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
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정치적으로 남북의 화해・

51)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창, pp.47-48
52) 이상준 외(2012),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pp.28~37의 내용을
요약
53) 국회예산정책처(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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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남북경협의 주요 4대 사업 추진 시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손기웅(2006), 남북
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자료 참고해 저자작성

협력의 상징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실질적인 접촉 확대
없이 과도한 관광대가를 북한에 지급했다는 점, 관광객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못한 점, 사업이 관광에서 타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종료된
점 등이 한계로 남았다.
둘째, 개성공단사업은 초기에는 현대아산(남한)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북한) 사이에 추진하기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북 당국이 개입하면서 국가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었
다54). 당초 계획은 1~3단계에 걸쳐 총 66㎢(2,000만평)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
였으나 1단계 사업만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1단계 시범단지에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비용절감효과가 크고, 설비의 설치 및 준비
기간이 짧아 단시간 내에 제품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원료조달이 쉽고 해외수출이 용이
한 업종인 신발, 섬유, 시계, 기계・전자 업종이 주로 유치되었다55). 이에 따라 개성공
단에는 125개 기업, 54,998명의 북한 근로자(2015년 기준)들이 고용되었다56).

5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1989~2015, p.126
55)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1989~2015,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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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상호보완적・호
혜적 남북경협으로 주요 경협 사업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
이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물류비 등 국내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통문제(통행・통신・통관)57) 등 제도적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었으며,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로 인해 생산품의 국제시장판로에도 제약이 있
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중요성에 따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부터 논의되었으
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를 육로로 연결한다는 필요성이 생기고 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남북이
동시 병행 착공을 합의하고 착공식을 개최(2002.9.18.)했고,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이
후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을 실시(2003.2.11.)했으며,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궤도 남북 동
시 연결(2003.6.14.)을 진행했다58).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동해선의 도로・철도 운행이 가장 먼저 중단되었으며, 경의선
철도의 경우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12.1조치)에 따라 2008년 12월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도로를 통한 개성공단 통행만 남았으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역시 중단되었
다59).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원선, 금강산선까지 확대한 철도・도로 연결계획을 발표하고 착
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재개는 성사시키지 못했다.
넷째, 남북공유하천 협력사업은 남북영토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의 수해방지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진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 또는 공유하
천(Joint River)은 2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

56)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1989~2015, pp.131-132
57) 개성공단은 사업 추진 당시 남한 기업인들의 방문절차가 까다롭고, 내부의 통신시설이 열악했으며(전화·팩스는
가능하나 인터넷·휴대전화는 불가), 생산된 제품을 남한으로 보낼 때 원산지 증명과 각종 면허절차에 필요한
서류 구비, 비전략물자 증명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웠음
58) 자세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1989~2015, p.156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추진일지 참고
59) 동아일보(2018.1.18.), ‘경의선 육로’ 北이 제안... 2년만에 열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118/88219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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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요
구 분

남측구간

북측구간

총 거리

철도

문산-임진강-도라산-군사분계선
(12km)

개성-송하-판문-군사분계선
(15.3km)

27.3km

도로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
(5.1km)

개성-군사분계선
(7km)

12.1km

철도

제진-군사분계선
(7km)

금강산-삼일포-감호-군사분계선
(18.5km)

25.5km

도로

송현리-군사분계선
(4.2km)

복고성-군사분계선
(20km)

24.2ikm

경의선

동해선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1989~2015, p.155

그림 2-5 | 남북한 철도 연결구간 (2007년)

자료: 이상준 외(2012),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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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남북단절구간의 철도·도로 연결 계획 (2018년)

자료: 동아일보(2018.10.20.)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 말∼12월 초 열리는데…
http://economy.donga.com/NEWS/View?gid=92483144&date=20181020

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뜻한다60). 남북 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이 남북공유
하천에 속하며 실제로 논의가 진행된 강은 임진강이다61).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사업은 1990년대 후반 홍수로 임진강 하류인 경기북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지역을 자의적으
로 통제, 활용함에 따라 남한의 하류지역에 가뭄,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북한
의 입장에서 협력의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62).
이와 같은 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5.24조치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북한의 4차 핵실
험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2016.2.)63)제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로 인해 현재는 남한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0) 손기웅(2006),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p.7
61) 북한강의 경우 북한이 1986년부터 건설 중인 임남댐과 관련해 남한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되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공동조사 등의 협의를 촉구하여 실무접촉까지 진행하였으나 남북 간 합의도출에 실패. 자세한 내용은
손기웅(2006),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pp.52-69 참조
62) 2000년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기구를 구성·운영한다고 합
의했으나, 계속되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내지 못함. 자세한 내용은 손기웅(2006),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pp.52-69 참조
63) 여기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성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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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경협 사업의 평가
지금까지 대북정책과 국토 인프라의 틀 안에서 살펴 본 남북경협은 경협의 제도화,
경제적 상호보완성 실증, 군사적 갈등관리 역할 이행 등의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기 때
문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서 시작된 남북경협사업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한 채 중
단되고 말았다.
먼저 기존 남북경협의 성과로는 남북경협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여 최초의
남북경협을 실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경협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이에 따른 국
내의 통일 열기를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
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남북교류에 대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
고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기존에 존재한 위탁가공교역이라는 남북교역형태를 정
책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다는 소위 햇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
라 남북경협에서 남북 당국, 특히 한국정부가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면서 남북경협의
축이 기존 민간경협에서 공적경협으로 이동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부분적 회복을 이뤄내고 남북 상호 간에 경제적 보완성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반교역의 경우, 남한의
북한 수산물 반입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오는 수입의 대체효과를 가져왔
다64). 위탁가공의 경우, 남한 기업에게는 저임 노동력 활용과 적은 투자 리스크라는
장점이 있었고, 북한 정부에게는 별도의 자본 투자나 외환거래 없이 외화 획득이 가능
하고 노동력 제공으로 선진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남북의 군사적 갈등 관리 역할을 이행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실시와 같은 북한 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64)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창,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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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남북경협 중단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눈에 띄게 잦아지고 강해지면서
UN과 미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역으로 기존의 남북경협이 일정부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한 효과가 있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경협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남북 정부 간의 본질적인 개념 차이가 존재했고, 이것이 남
북경협이 확대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시 남측 정부는 ‘통일지향적 접근’을 추구
하여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개혁・개방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체제수호적 접근’을 추구하여 현 정치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
는 범위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호 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애로사항들이 잘 개선되지 않았고65) 관광,
위탁가공교역, 농수산물 반입 등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활용에 집중한 경협사업들이 북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촉진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대북정책 수단으로서 경협과 기업의 수익사업으로서의 경
협이 구분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투명성도 부족하였다. 이
에 따라 민간경협 사업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통일 정책 추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
렵게 하면서 남북경협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남북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남북경협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남북경협은 규제 완화와 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결국
남북경협의 다각화, 첨단화 등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65) 예를 들면 과도한 해상물류비, 북측 거래선 접촉의 어려움, 거래과정의 분쟁 및 대금결제상의 위험부담, 통신
및 통행·결제에서 간접교역방식 채택 등이 있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 남북교역 25년사 1989~2015,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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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필요성
1) 4차산업혁명시대 한반도 주변의 여건변화
여기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다양한 여건변화를 살펴보
고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
해 먼저 북핵 관련 대외관계 변화 내용을 살펴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을 확인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남북한 인구통계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
장잠재력 확충 방안이 마련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1) 북핵 관련 대외관계의 변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2016.2.)66) 제정과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발표되면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
다. 이에 대응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집권 초 ‘5・24조치 중 경제교류나 개성공단, 금
강산관광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8.1.10.신년기자회견)67).
이후 2018-19년 2년 간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 1차례의 남북
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듯 보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관련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북한은 각종 경제정책 시행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던 북한의 실질 GDP
추이는 2016년 이후 급감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 이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6) 여기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성격이 포함
67) 뉴데일리(2020.5.20.) 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상실됐다”…文 '천안함 폭침' 없던 일로 만든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0/20200520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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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백만)
수출

998.4

946.8

918.8 1,130.2 1,062.8 1,513.6 2,789.4 2,880.1 3,218.4 3,164.7 2,696.5 2,820.9 1,771.9 242.7

277.8

수입

2,003.3 2,049.0 2,022.3 2,685.5 2,351.0 2,660.8 3,567.7 3,931.2 4,126.4 4,446.2 3,555.3 3,710.8 3,778.1 2,600.8 2,967.2

무역
수지

-1,004.9-1,102.2-1,130.5-1,555.3-1,288.2-1,147,1 -778,4 -1,051,1 -908.0 -1,281.6 -858.9 -2,006.2-2,358.1-2,689.4-2,689.4

자료: KOTRA(2019), 북한 대외무역 동향, p.40 바탕으로 저자작성

표 2-8 | 북한의 대외무역 중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자료: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 년도 (2012, 2013, 2019년) 종합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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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 2019년의 경우, 북한의 수출량은 급감한 반면 수입량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북중 무역의 경우 5.24조치가 실행된 2010년 이후부터 그 비율이 점차 증가
하여 2019년에는 96%에 육박하는 등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참여로 대북문제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원칙적 입
장을 바탕으로 전통적 외교 방식의 문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동맹국
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실무 협상자 권한 부여(bottom-up)를 기본으로 한 다자
주의 방식의 원칙적인 비핵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68).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되면서 북미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와 같은 대외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민족공조와 통일 지상주의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
어 향후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국가 대 국가라는 변경된 협력 구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김정은은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해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으며69),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도 ‘국가제일주의 시대’가
강조되면서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70). 이것은 북한의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년 현재 북한경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국제제재 외에 코로나 19로 인한 국
경봉쇄,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는
데, 북한은 이에 대해 ‘보수적 위기관리’의 방식을 택했다.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향
후 5년 간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방식에 의한 자력갱생,
68) 김흥종(2020.12.21), 바이든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시사점, 제19차 세종정책포럼 발표자료, p.26
69)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이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출처: 뉴시스(2019.10.23.), 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南 내세우는 일 바람직하지 않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23_0000806940&cid= )
70) 김연철(2021), 한반도의 새 봄을 위해, 창작과 비평 2021년 봄호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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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자족을 강조한다고 발표하였다71).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가 분단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려면 적
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주된 방향은
안보와 경제의 적절한 교환 방식을 찾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72). 즉 남북관계
복원 수준에 맞춰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체를 만들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강대국 위주의 동북아 질서가 갖는 경직성을 주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것이다73).

(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변화
현재 정보기술 발달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 경로와는 다른 독자적인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약(leapfrogging) 또는 단번
도약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은 신 슘페터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
된 개념으로, 국가 또는 산업 차원에서 후발자가 최근의 기술을 바로 채택해 후발자의
열위를 최소화하여 경제추격을 달성한다는 이론74)이다.
여기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산업 패러다임
으로의 급속한 전환이 다음 3가지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후발자들에게
기회의 창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첫째,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
라 후발자가 먼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불황
기에 자원에 대한 경쟁이 완화되어 기술이전이나 외부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점이다. 셋째,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변화하는 점 등이다75).
이때 후발국 산업이나 기업은 초기에 진입장벽이 낮고, 진입의 틈새가 있는 기술 수
71) 이찬우(2021.2.23.) 북한의 2021년 이후 경제 전망, 국토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72) Foreign Affiars(2021.3.25.) It is time for a realistic bargain with North Korea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21-03-25/it-time-realistic-bargain-nort
h-korea?fbclid=IwAR1kYemgZmvaSuleb596OTk0_CB1subla1_gO9BeI8qp9aycqpQG-gFOpfo
73) 김동엽(2019), 새로운 100년의 시작과 한반도 통일, 한반도 국제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457
74) 이근·최지영(2014),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 BOK 경제연구 제 2014-15, p.2
75) 이근·최지영(2014),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 BOK 경제연구 제 2014-15, p.4

제2장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51

명이 짧은 단명기술(short cycle technology)에 기초한 분야로 먼저 진입해야 선발자
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주로 IT 서비스 산업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인도, 북한 등의 후발자는 초기에 소요되는 자본량이 상대적으로 적지
만, 고등교육 수준의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IT 서비스산업을 중점 산
업으로 채택하였다76).
이와 같은 경향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도 드러나는데,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단
번도약으로 집약되는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77).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단번도약,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목표는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경제성장
을 이루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번도약의 실현을 위해 북한은 김정일 집권 시기였던 2011년부터 ‘새 세기 산업혁
명’을 추진했다. 김정일은 2011년 10월 자강도 현지 지도 중 생산공정의 CNC화(컴퓨
터 수치제어),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생산관리체계 구축, 무인화 등의 기술이 새 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78). 이것은 기존 생산기술에 IT 기술을 접목
한다는 측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4차산업혁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더욱 강화되어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4차산업혁명과 유
사한 개념으로 ‘최첨단 돌파’라는 용어를 통해 선진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고 첨
단과학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79). 최근에는 2019년 사
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1970년대 말 제시된 경제발전방향(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에 정보화를 추가하고 공식화했다. 뿐만 아니라 전람회 등을 통해 인공지
능을 대거 소개하는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제 29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2018.11.7.)에서 음성인

76) 이근(2016), 삼단계로 재구성한 통합적 경제추격론, 학술원논문집 제55집 1호, p. 5; 이근·최지영(2014),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 BOK 경제연구 제 2014-15, p.8
77) 북한의 초기 단번도약에 대한 논의는 로동신문(2001.1.7.), ‘정론: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를 참조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김근식(2002), 북한의 IT 경협전략과 대응 방안, 통일경제 5·6호,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경제센터 참고
78) 이재영(2019), 중국의 4차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KINU Inshight, 통일연구원, p.2
79) 최은주(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세종연구소,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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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방안

자료: 최은주(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세종연구소,pp. 18-22 참고해 저자작성

표 2-9 |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노선 관련 정책
부 문

정 책

내 용

거시경제
부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핵심산업부문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에는 하부단위에 의사결정권한 부여

미시경제
부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생산단위인 기업, 협동농장에 실제적 경영권
부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산업의 전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 수용

과학기술연구의 현장성 강조

·생산단위 별 통합생산체계 확립 시 과학기술자
돌격대 역할 중시

대학과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기지 건설

과학기술 성과 공유 및 확대

·각종 과학기술 행사 개최
·발명권,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 보장

국방공업과 민수공업의 연계

·인민군 산하 공장 및 기업소 현대화

경제부문

과학기술부문

자료: 최은주(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세종연구소, pp.30-33 참고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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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 북한의 ICT 현황
층 위

인프라

분 야

내 용

유선네트워크

· 평양 및 각 도청 소재지 지역센터에 광케이블 구축
· 중국 차이나 텔레콤, 러시아 TTK 백본망 활용 국제 인터넷 접속
· 북한 일반주민의 광명 인트라넷 이용

무선네트워크

· 현재 3G 이동통신 보급
·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 등 3개의 이동통신 사업자 존재

하드웨어 기기

· CNC 공작기계산업 육성
· 이동통신 단말기, 태블릿 PC. 자체생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
·
·
·
·

‘붉은별’ 등 자체 운영체계 개발
바둑 인공지능 ‘은별’, 조선어 음성인식 프로그림 ‘룡남산’ 개발
증강현실 기반 교육 프로그램 ‘신비경’ 개발
전자상거래 모바일 플랫폼 ‘옥류’ 제공
연간 1만명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인력 양성

· 제한적 인원의 인터넷 검색엔진(주로 구글) 사용
· 구름계산(클라우드) 기반 구축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개발 시도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체제 선전에 활용
·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내나라, 류경, 려명 등 자체
사이트 운영

미디어컨텐츠

·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 참여
· 인공지능, 동작인식, 3D 그래픽 처리 기술, 무선통신 기술 등 접목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컨텐츠

자료: 김상배(2021), 미중 ICT 경쟁과 남북 ICT 협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179호), p.11-18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식, 얼굴식별, 기계번역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2019년 전국정보화성과전람
회(2019.11.1.)를 수자경제와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작성 경연, 새 제품 및 새 기술 발표회, 로봇 축구경기, 정보기술 교류
봉사 등을 진행했다80).
현재까지 북한에서 진행된 각 분야별 ICT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러나
북한의 IT 산업 육성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IT 제조업 분야보다는 전문 인력만
으로 운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세부적으로 얼굴인식과
음성인식, 문자인식, 기계번역, 지문인식, 차량 번호인식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였으
80) NK경제(2019.11.2.), 북한 전국정보화성과 전람회 2019 개막... 화두는 인공지능?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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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중 차량인식 인공지능기술의 수준이 높고, 얼굴인식(눈빛) 및 음성인식 기술의
경우, 현재 북한의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다81). 현재 북한은 자체 개발 붉은별 운영
체계(OS)로 과학연구 및 교육, 경제 및 산업, 국가관리 및 행정, 통신 및 군사안보
등의 공공영역이 가동되고 있다. 2006~2019년까지 ‘붉은별 1.0~4.2’으로 지속 갱신
하고 있으며, 관련 생산물을 자체 개발 OS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다82). 실제로 북한의
산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만 유일하게 한국의 2000년대 중반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해당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83).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84). 과거에는 소프
트웨어 아웃소싱으로 남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중국과 협력 사업을 꾸
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연구자의 경우,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인력을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은 북한 국내 IT 관련 산업 종사
자이며, 나머지 절반은 해외(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활
동하는 인력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5,000여명이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관련 해외에
파견된 인력인 것으로 파악된다85).
그러나 현재 북한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은 단순 임가공 작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브랜딩, 마케팅 등 창의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독자적 경영은 어렵다. 북한의
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개
발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 받았다. 주로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 비디오 보안 감시체계,
차 번호 식별 등의 교통검측 체계, 지문인식 체계 등의 단순 반복 업무에 의한 소프트
웨어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86).

81) 강영실(2020.10.29). 남북경제협력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과제(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82) 강영실(2020.10.29.). 남북경제협력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과제(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83) 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산업은행, p.14
84) 김석진 외(2019),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pp.158-159
85) 곽인옥(2020.8.24.), 북한의 IT 기업의 기술수준 현황과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86) 곽인옥(2020.8.24.), 북한의 IT 기업의 기술수준 현황과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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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북한의 전자공업성 조직도

자료: 곽인옥(2020.8.26.), 북한의 IT 기업의 기술수준 현황과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표 2-11 | 북한의 첨단기술 동향
분 야

내 용

CNC 화

자율이동로봇 개발, 무인화공장, 3D 프린터 등

인공지능(AI)

게임, 번역, 얼굴인식, 음성인식, 보안 등으로 확산

정보통신

양자암호통신, 자동번역기술(영어, 중국어, 조선어), 바코드기반 결제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글라우드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서 지능 살림집(Smart Home) 전시

사물인터넷(IoT)

거대자료 분석기술 프로그램, 구름 계산체계, 정보센터 구축 추진,
오픈 스택 활용 소개

교통

평성 무궤도전차 주행위치, 거리, 속도, 전력 모니터링 체계 소개

교육, 의료

원격교육, 원격의료, VR 이용 교육

에너지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자료: 임을출(2019), 북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추진방식과 성과, 동아연구 제38권 2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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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북한의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19 행사 전경
모션캡쳐 기술 시연
(만수대창작사)

3차원 인쇄기(3D 프린터)
(평양출판인쇄대학 붉은별 연구소)

로봇 축구대회

만물상(북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전자결제 실물체험

PC 제품들과 전자칠판 소개
(아침콤퓨터 합영회사)

행사장 전경
(주제: 수자경제와 정보화 열풍)

자료: NK경제(2019.11.3.), 북한 전국정보화성과 전람회... 모션캡처부터 3D 프린터, 전자결제까지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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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
에 진입하였으며, 한국 역시 미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전략 마련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역
시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대, 2030년대 1%대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된다87).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남북경협
을 통한 한반도 신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88). 이것은 주로 생산인구증가,
내수시장 확대 등 남북 경제통합에 의한 경제규모와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 뿐 아니라 북한 또한 여타 개발도상
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04년
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이미 진입했으며, 중위출산율을
가정할 경우 2034년에 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다89). 남한의 경우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2026년 경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다90).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통합을 진행할 경우, 남한만 고려한 경우보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약 4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일정 부분 증가(최대 4.3%)시킬
수는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 패턴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91).
이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 시 인구증가 효과를 주로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87) 김성태 외(2017),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p.80
88) 연합뉴스(2019.8.5.),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단숨에 日 따라잡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002864
89)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BOK 경제연구, p.10
90) 이투데이(2021.3.3.) 한국, 고령화 속도 OECD 중 가장 빨라... 5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165
91)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BOK 경제연구, p.16-17. 기타 북한의 인구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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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효율성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해서도 보건, 교
육, 의료 등의 투자를 통해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12 | 북한 인구통계(총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BOK 경제연구, p.3

표 2-13 | 남북한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

자료: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BOK 경제연구,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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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와 함께 북핵을 둘러싼 대외관계변화, 김정은 시기
경제발전전략 변화, 남북한 생산인구 감소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가 진
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남북경협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대외관계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갈등까지 구체화되면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
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하는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안보와 경제의
적절한 교환방식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있어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변
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2021년 현재 대외적 여건에 따라 자력갱생, 자급자족
을 선택했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시기 경제발전전략은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모두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북경협 담론은 남북 경제통합에 의한 경제규모와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북통합이 진행되어도 인구구조 패턴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잠재
력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남북 모두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
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및 경로
창출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과정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
시작은 남북경협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활용,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남북경협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
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을 원조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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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추격 성장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다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동반성장의 발전구상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을 단기적인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천연자원 개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의 결합이라는 기존 남북경협의
구도는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이 개발도상국 북한을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것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도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남한의 한반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
개발 구상의 절충점을 모색하면서 상품교역이나 임가공 수준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경협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민족 내부거래 방식의 남북경협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기존 남북경협은 남
북 간 교역을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했다. 이러한 폐쇄적인 경협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남북경협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
니라 장기적으로도 북한의 경제적 구조개혁, 정치적 체제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미
래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남북경협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이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이 국가 간의 일반적인 무역 투자 형태에
준하여 설계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비핵화 검증과 함께 북한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적 경쟁
과 공조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경협과 함께 중국 동북3성과 러시
아 극동지역을 포괄하는 인구 2억명, GDP 2.6조 달러의 거대시장인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조성92)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경협은 과거보다 훨씬
대규모 사업이 요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시 주변국과 비교
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92) 한국, 북한, 중국(동북3성), 몽골은 2018년 기준, 러시아(극동)은 2017년 기준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의
총합임. 자세한 사항은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
안, p.29,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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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과
국토인프라 협력의 추진방향

본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남북협력 정책기조를 살펴보고, 북한 경제 전문가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반도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남북경협의 정책방향으로 IT 산업을 활용한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
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1.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
1) 새로운 남북협력 정책기조의 정립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핵심과제로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의
분단관리나 조기통일 대신 적극적 평화를 대북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적극적 평
화는 크게 안보평화, 시장평화, 민주평화의 3개 목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시장평화는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1). 해당 내용은
이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구체화되어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으
로 제시되었다. 핵심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면서 경제협력
의 수준을 높여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2). 이에
따라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3).
1) 조성렬(2017),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pp.15-16
2)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가 다시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분단체제가 구축한
폭력성, 배타성을 극복하고 성숙한 포용사회로 나아간다는 구상
3) 통일부(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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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지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 기준과 현재 정부의 입장
구

분

정책 기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타 정부

북한에 대한 인식

체제 불인정

체제 인정

통일·대북정책의 목표

법적, 제도적 통일, 통일준비

분단관리, 평화공존, 사실상의 통일

정경연계 여부

정경연계, 핵문제 해결 선행

정경분리, 핵문제 하 남북협력 모색

접근방식 및 정책수단

봉쇄정책, 압박수단 중시

관여정책, 유인수단 중시

통일·북한인권문제 성격

보편성 강조

특수성 강조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비중

국제협력 중시

남북협력 중시

상호주의 성격

엄격한 상호주의

느슨한 상호주의

ㅇㅇㅇㅇ 표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
자료: 이규창 외(2017),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p.12 바탕으로 저자 수정

이러한 접근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일상화되어 하나의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실
상의 통일을 지향하나 북한의 안보위협이 높아진만큼 그 과정에서 군사적 압박은 필요하다
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법적・제도적 통일 대신 사
실 상의 통일과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나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보편성과 국제협력이 강조된 대북정책을 수립한다는 면에
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전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
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8-19년에 총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상회담, 1차례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2018.4.27.)
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
하며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등 13개 항에 합의했다4).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2018.9.19.)를 발표하기도 했다5).

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04.27.)https://www.koreasummit.kr/Policy/Reference/7
5)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794
해당 선언문은 기존에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더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계획까지 담았
으나, 이후 북한 측에서 네 가지 대남 군사 조치를 발표(2020.6.17.)하며 9.19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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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남북경협의 정책방향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서 제시된 3대 목표 중 새로운 남북경협과 관련된 목표로서 한
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하여 공동 번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의
시장이 민관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시장 형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한반
도 신경제지도’는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라는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다룬다6).
특히 3대 경제벨트 구축에는 우리의 경제영역이 한반도와 대륙을 넘어 세계로 도약
한다는 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벨트별 산업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환황해 경제
벨트는 남・북・중 협력구도 하에 남북 산업협력이 중심이 되는 신산업부분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한・중・일・러 협력구도 하
에 남북 산업협력을 추진하며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환황해
벨트와 차별성을 둔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목표
를 두고 환경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7).
그러나 3대 경제벨트 구축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 구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부내용
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경
제협력의 구체적인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별로
의견차이가 있었다8). 크게는 i) 한국 경제와의 연관 수준, ii)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북
한 개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별로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 전문
가들의 의견은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와 높은 연관수준을 가지면서 한국 경제 정책
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최신

6) 임강택 외(2018),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p.26
7) 통일부(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pp.20-21
8) KDI 경제리뷰에서는 2018년 5월~12월까지 7개월에 거쳐 미래 남북경협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북한경제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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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료; 임강택(2018.5.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4
에서 재인용

표 3-2 |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경제벨트
구

분

주요거점

주요산업

환황해 경제벨트
(교통·물류 벨트)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

교통, 물류, 첨단산업

환동해 경제벨트
(에너지·자원 벨트)

부산-강원도
원산·함흥, 단천-나선
러시아

환경, 에너지, 자원, 관광

접경지역 평화벨트
(환경·관광 벨트)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생태관광, 녹화사업, 수자원협력

자료: 통일부(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pp.20-21 참고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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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한 북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가 많았
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의 경협을 선호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여건
상 당장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첫째,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속한 기술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둘째, 지
금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북한 같은 개발도상국 국가에게 성장 기회가 있고 이것
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셋째, 미래 남북경협이 남북이 포함된 국제협력 및 경쟁 구도
하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룹 1’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해당 그룹의 전문가들은 미래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주도하면
서 신기술 관련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형성・제공한다면 남한의 기술이전
역량과 맞물려 남북경협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
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수준을 높이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북한 개
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처럼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북한과의
경제협력 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 한반도 동반성장을 위한 남북경협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남북경협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경협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경협의 목표, 상호주의 수준, 경제연관 수준,
협력방식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새로운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우선 앞서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필요성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북한을 원조
대상이나 단기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던 기존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은 북한을 원조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일방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이뤄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래에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
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더불어 잘 사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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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목표 하에 북한을 한반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대상으로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면 상호 간에 경제 연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및 경로의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예시로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 및 혁신
산업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최신 IT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인 성장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한데, 이것을 북한 개발에 적용하고
그 과정을 남한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경제가 IT 산업을 기반으로 추격성장의 경로에 따라
단번도약을 이루고자 한다면9) 장기적으로 현재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과 같은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이 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실현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어, 후발국이 처음부터 선진국과 똑같이 고도의 개방경제를 운영하면 토착
기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은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후발국 기업에게 역량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때 수반되는 리스크를 정부에서 분담해주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하기 어려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10).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 사례로 한국의 IT 산업 발전 사례
를 참고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해 주요
선진국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 정부-연구기관-산업-대학의 역할 분담과 실행이 원
활히 이뤄졌다는 점, IT 산업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관련 기술의
국산화・국제화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11).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남북경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실행에는 보편성이 강조된 엄격한 상호주의

9) 이근·최지영(2014)에서는 크게 (1) 경로추종형 추격, (2) 단계생략형 추격, (3) 경로창출형 추격 등 3가지 경제
추격 전략을 제시함
10) 이근(2016), 삼단계로 재구성한 통합적 경제추격론, 학술원논문집 제55집 1호, pp. 5-6
11) 최영범, 2020, ICT as a Key Engine for National Development: Good practices and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s (2020.08.26.,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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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기존 남북경협과 새로운 남북경협의 비교

(전)

구 분

(후)

패러다임 변화
기존 남북경협

새로운 남북경협

북한에 대한 인식

원조 대상, 단기적 이익 추구 대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대상

남북경협의 목표

남북 격차 축소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

상호주의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경제 연관 수준

낮은 경제연관도

높은 경제연관도

경제협력방식

특수성 강조, 민족 내부 거래

보편성 강조, 국가 간 거래 준용

자료: 저자작성

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남북경협은 특수성이 강조되어 상호 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들이 잘 개선되지 않았고, 초기의 경협사업들이 장기적인 경제성장
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은 남북 간에 높은 상호
주의 수준과 경제연관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협력 방식에 있어서 보편성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북한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고 경제적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인프라 분
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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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동반성장을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방안
1) 새로운 남북 국토인프라 협력의 필요성
새로운 남북경협의 구도에 따라 남북경협의 국토인프라 분야 역시 남북 동반성장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은 경기부
양과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 목적 외에 한반도 동반성
장이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 국토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토 인프라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는 먼저 다음과 같은 국토인프라 분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전 세계적인 국토인프라의 디지털화・스마트화 경향
지난 20년간 발생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주요 변화로 먼저 건설 분야의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스마트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IT 산업이 과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중요수단이 되고 있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각 산업 별 4차산업화 정도의 추이를 보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정도는 모두 다르지만, 전통적인 국토 인프라가 속해있는
건설, 제조업 부문도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IT 기술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생산력
향상을 가져온 것에 비해, 국토・교통 분야를 포괄하는 건설산업은 지난 50여 년 간 생
산성이 하락한 거의 유일한 분야로, 이에 따라 건설 분야에서도 4차산업을 활용한 적
극적인 혁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64년 이후 2012
년까지 비농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153% 향상된 것에 비해 건설부문은 19% 감소하
였으며12) 이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는 정부, 산업, 기업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12) World Economic Forum(2016b), Shaping the Future of Construction: A Breakthrough in Mindset
and Techonology,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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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디지털화의 확산

자료: 김석관(2017), 4차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287

건설산업 혁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도 했다13).
이처럼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스마트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한국의 국토교통부
역시 이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분야의 4차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노동집약적 형태로 성장한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건설분야에서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과
학기술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제 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2018~2027, 이하 종합
계획)을 세웠다14). 이에 더 나아가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요 정부정책으로 한국판 뉴
딜, 즉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공개하면서 디지털뉴딜의 4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SOC
디지털화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i) 4대 분야(교통, 디지털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핵심

13) World Economic Forum(2016b), Shaping the Future of Construction: A Breakthrough in Mindset
and Techonology, p.17
14) 국토교통부(2017),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2018~202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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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국토·교통 분야의 4차산업 관련 주요 시장 예측
구 분
도로
교통

철도
교통
교통
·
물류
항공
교통

물류

도시
도시
·
건축
건축

시장현황
시장
예측

·자율주행 중심 시장 재편 중. 차량 중심 전기차 시장, 도로교통 인프라 중심 고정밀지도 제작
및 도로유지관리 시장,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ITS 시장 등 성장 예상

주요
시장

·자동차 시장
·스마트카 시장
·친환경 자동차 시장

시장
예측

·서유럽이나 미국이 유지보수·교체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반면 아시아는 신설·개량에 높은 시장규
모 보유. 그러나 한국은 주로 교통관리와 관련 신호/통신 기술과 자동화 관련 운영 기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주요
시장

·철도시장
·일반철도차량 시장
·도시철도차량 시장

시장
예측

·차세대 항생시스템 구축 수요로 인한 성장이 예상되나, 항공정비산업을 주요 선진국이 과점, 국내
항공정비시장은 항공운송시장에 비해 낙후된 실정

주요
시장

·항공운송 시장
·항공기 제작 및 정비 시장
·완제기 시장
·회전익기 시장
·무인기 시장

시장
예측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육상운송 비중 축소, 복합운송과 로봇활용이 증가 예측. 국내는 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 시장 성장 예측

주요
시장

·보관시장
·하역시장

시장
예측

·스마트시티의 기본 기술이 되는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공간정보 시장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관련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임

주요
시장

·스마트시티 시장
·도시개발사업 시장
·도시재생기술 시장

시장
예측

·생산성 향상 및 신규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BIM, 3D프린팅 및 재료기술,
ICT 기술 등이 결합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주요
시장

·주거시장
·스마트홈 시장
·리모델링 시장
·빌딩 자동화 시장
·그린빌딩 시장

·교통인프라 시장

시설물 ·케이블교량 시장
·교량유지관리 시장

기타

·석탄화력플랜트 시장
·원자력발전플랜트 시장
·합성가스 생산량
플랜트
·셰일가스 생산량
·오일샌드 매장량
·자원이송망 건설계획

·도로시장
·도로 유지관리 시장

·고속철도차량 시장
·고속철도 인프라 시장

·ITS 시장
·스마트 교통 시장

·궤도노반 시장
·전철/전력 시장
·신호/통신 시장

·드론 시장
·항행시스템 시장
·공항건설 시장
·스마트공항 시장

·물동량(육상/해상/항공)
·스마트물류 시장

·GIS 시장
·LBS 시장

·그린빌딩 건축재료 시장
·초고층빌딩 시장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장
·BIM 시장
·TBM 터널 시장
·사면관리/기초시장
·행안 및 해양구조물 시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풍력에너지 시장
·태양에너지 시장
·담수화 시장
·폐기물처리 시장
·폐기물에너지화 시장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9), 2019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총괄보고서 요약해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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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ii)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iii) 스마트 물류체계 구
축의 세부 목표를 포함하며, 홍수관리시스템,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지능형도로, 스마트산단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요소를 다뤘다15).
이처럼 현재 건설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강화될 경우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와 ICT
산업이 결합하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장이 파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4차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들을 정리하였는데 표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중장기 인프라 투자전략 및 계획방향 설정 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 향상과 북한의 국토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국토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따른 공간계획 방식 변화
한국에서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교통(도로, 철도, 항공), 물류, 도시, 건축
등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 외에 기존에는 국토인프라로 분류되지 않았던 환경, 안전,
생활・복지 등의 분야가 도시 서비스에 포함되어 새로 추가되었다.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각 분야별 인프라의 디지털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장소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 계획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도시의 특정 영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스마트시티 1.0)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 도시 외곽지역 등의 개발을 통해서 새
로운 도시영역을 형성하고,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기반시설을 통해서 기존의
도시보다 앞서 나가는 도시를 조성하는 형식이다. 한국의 송도 스마트 시티, 아랍 에미
레이트의 마스다 시티, 인도의 스마트 시티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주로 개발도
상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5) 관계부처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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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주요 국토인프라 분야별 기술구성 요소
분 야

세부과제

조성인프라
고부가가치 인프라

에너지·
환경·건축

방재·교통

기술요소
·신 형식 메가스트럭쳐
·환경대응형 구조물
·지하 대공간, 라이프라인

차세대 담수화플랜트

·융합형 신 담수화 시스템
·에너지저감 유지관리 시스템
·자원회수형 방류 시스템
·플랜트 무인운영 시스템

스마트자원플랜트

·플랜트 무인운영시스템
·자원탐사, 채굴, 수송장비
·천연가스, 수소 액화 플랜트
·자원 순환 플랜트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창출

신개념 건축·구조물

·프리폼 건축, 구조물
·모듈러 건축, 구조물

실시간 수재해 관리
시스템

·홍수방지 시설물
·지능형 용수공급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수재해 예측 시스템

·저비용 내진보강공법
·고성능 방호, 방폭 구조물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 예방형 재난대응 시스템 ·화재피난 안전시스템
기술 개발
·건설근로자 보호시스템
철도·항공 이용자 보호 ·공항, 역사 차세대 보안시스템
시스템
·교통인프라 급속개량, 교체장비
·교통인프라 급속개량, 교체장비
도로교통 이용자 보호
·선제적 사고예방, 처리 시스템
시스템
·도로 이용자 안전지원 시설
친환경 초고속 철도
시스템
무인 자율 철도 시스템
기존 수송시스템
혁신기술 도입

·자율주행 철도 시스템
·지능형 철도 유지, 보수 시스템

·철도 부품 국산화, 표준화
철도·항공 전략산업화 ·항공기 설계, 제작 인증
·항공기 수리, 개조 및 인증
·공역, 공항관리, 운용시스템
글로벌 항공 교통체계
·고정밀 항행 안전시설
대응 시스템
·선제적 항공안전관리체계

교통

자율협력주행

·V2X 자율협력도로 시스템
·자율주행차 안전플랫폼
·인공지능 교통운영시스템

자율무인비행

·자율비행 지원 인프라
·자율무인비행체 인증 시스템
·유,무인기 통합 교통관리 체계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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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
·아진공튜브 철도 시스템

분 야

세부과제

조성인프라
쾌적·안전 주거환경

교통·
가상국토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
개발

·베리어프리 교통시스템
·수요맞춤형 교통정보 솔루션

다양한 사회 이슈 해결

·수요자 대응형 기술개발 지원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디지털 기반
국토정보기술 고도화
지능형 공간정보
공유·제공 서비스

도시·건축

초연결 도시구현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스마트하우스
AI 기반 설계·관리
융합기술을 통한 건설
지능화 실현

·주거불만 해소시스템
·도시복원력 향상 시스템

편리한 교통환경

가상국토공간
가상국토

기술요소

건설 자동화

에너지자립형 건축

·정밀공간정보 구축 및 실시간 갱신 시스템
·사람, 사물, 공간 초연결 플랫폼
·융복합 가상국토
·공간지능정보
·공간정보데이터 공유 플랫폼
·공간정보서비스 시각화 시스템
·저전력, 초소형 지능형 센서
·광역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도시데이터 통합 플랫폼
·도시자원 토털관리 솔루션
·사용자 반응형 주거환경
·리빙데이터 통합 플랫폼
·BIM 기반 지능형 설계
·건설 프로세스 통합관리 플랫폼
·3D 프린팅 건축, 건설시스템
·자율구동 건설 장비, 로봇
·시설물 무인진단 시스템
·고성능 제로에너지 건축물
·차세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건축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기술 개발

그린 인프라

온실가스·미세먼지
제로 인프라

·자연친화 도시, 하천 인프라
·녹색교통환경 구현 인프라
·친환경 수송체계
·대기환경정보 수집, 제공 시스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흡착, 제거 건설재료
·실내공간 미세먼지 집진 장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3), 2040 국토교통미래기술예측조사, pp.48~90; 국토교통부(2017),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2018~2027, pp.44-46 종합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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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접근방식은 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 시티(스마트시티 2.0)로서, 유럽,북미 선진
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모델이며 스마트시티 조성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잘 나타낸다. 이것은
기존 도시와 사회문제의 해결,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미래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를 계획했다. 해당 도시들은 특정 지역의 대규모 개발-방대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빅데이터, 공간정보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
는 방향으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한다16).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계획 시 도시의 목적에 맞는 분야별 이슈를 끌어내고 이에 대
응하여 적절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17). 현재 스마트시티 관
련 기술은 주로 첫째, 도시데이터의 통합관리운영을 위한 기술, 둘째, 도시운영서비스
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 셋째,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요구된다18).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적용 중인 국토 분야의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 표와 같다.

(3) 국토인프라 사업의 민간 참여 필요성 증가
경제 저성장으로 남한에서의 국토인프라 사업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2000년
대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정교하게 발전하였으며19), 둘째, 인프라 사업의 패러다임이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내 투자 유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투자
기회 발굴로 바뀌었다20). 이 때 스마트 인프라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부, 지자체 뿐 아니
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16) William D. Eggers · John Skowron(2018), Forces of change: Smart citeis, Deloitte Insights, pp.2-4
17) 이 과정에서 지자체 면담 및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워크샵을 통한 도시문제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적정
기술을 찾는 기술 수요조사를 병행함
18)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2017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수정 기획 보고서, p.7
19) 김영덕(2020), 2030 건설산업의 미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공과와 이슈 그리고 미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136~149 참고
20) 장현승(2020), 2030 건설산업의 미래, 2030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247~2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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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EU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사업참여 및 재원조달 구성

(a) 사업참여 유형별 비율

(b) 재원조달 유형별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Analysing the potential for wide scale roll out of integrate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olutions, (2016.6), p.32, 40

그림 3-4 | EU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유형별 자금조달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Analysing the potential for wide scale roll out of integrate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olutions, (2016.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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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21).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민간주도형, 시민주도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개발 수익을 다시 스마트시티 운영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공・민간이 파트
너십을 구축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32%), 재원조달도 민간・공공자금의 통합 유형
이 가장 많았다(41%). 한국에서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경제성에 주목하여 한국해
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22)라는 조직을 새롭게 조직해 스마트시티를 매개로
한 해외 인프라 사업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금융 지원업무 또한 전문적으로 수행한다23).

(4)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참여주체의 다원화
현재까지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 국제사회의 지원이
존재했으나, 북미관계 개선 이후에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
상하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 개발 구도를 예상하기 위해 국제사회
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로 변화하면서 사업의 내용과 협력주체에서 모두 다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 유엔의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서는 기존의 원조 중심 접근에서 개발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로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전환은 당시 대북개발의 성격이 변화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24). 이후 2015년 유엔 제 70차 총회에서 기존 목표를 발전시
21)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공사업형>, 운영방식의 효율화화로 수익을 마련하는 <비용절감
형>, 사업성 기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수익창출형> 등으로 구분 가능함 (김정열,(2018),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 딜로이트 코리아 리뷰 제 11호, p.15)
2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kindkorea.or.kr/?p=13
23) 글로벌 이코노믹(2020.3.19.) 국토부-KIND,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위한 ‘K-시티 네트워크’ 위수탁협약체결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0319174422628620e02e8e3_1&md=20200319
174756_R
24) 당시 북한은 개발지원을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의지를 표명하거나, UNDP 지원으로 <대북 개발지원
활동 5개년 전략>을 수립하거나, 강성대국 건설목표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연관지어 언급하는 등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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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기존의 빈곤감소 및 경제발전 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도적 측면의 발전 내용을 추가하여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행
동 양식의 변혁까지 요구하게 되었다25).
동시에 원조에서 호혜원칙이 강조되면서 무조건적인 원조제공에 회의적인 입장이 강
조되고 있다. 원조 제공자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하다26). 이에 따라 개발협력의 주체가 전통적 주체인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주체,
선진국 간 협력, 선진국 간 협력과 개발도상국 협력의 병행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고
있다27). 실제로 ‘다자개발재원(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자협력의 자금흐름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주체 간 연결성도 강화
되면서 점차 다자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8).
북한 또한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2016-2020)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연계한 중점과제들을 발표하였으나 대북
제재 및 비핵화협상 연기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외교부는 북한 내에 상주
하고 있는 15개 유엔기구와 ‘UN-DPRK Strategic Framework 2017-2021’라는 전
략 프레임워크를 상호인준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대북지원의 기준으로 활
용했다29). 또한 UNESCAP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발적국가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제출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
서 북한은 UNESCAP 주재의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NEAMF)’
포럼에서 두 차례 자국의 준비과정을 발표했다30). 따라서 향후 국토인프라 분야의 남
회의 개발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함 (임을출(201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p.147-148)
25) 박지연 외(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 20권 제2호, p.254
26) 유현석(2021),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p.393
27) 유현석(2021),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p.390
28) OECD(2020),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2020, p.23, 34
29) 김태균(202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발전 이데올로기: 북한의 자발적국가리뷰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북한개
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서출판 오름, p.71
30) 당시 북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 경제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7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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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를 연계한 사업계획과 기술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마
련할 것이 요구된다31).

표 3-6 |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항목 비교
가 치

새천년개발목표(MDGs)(2001-2015)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 퇴치

인간
(People)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3) 보건과 복지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헌

(4) 양질의 교육

(3) 성 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

(5)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확보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

지구
(Planet)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파트너쉽
(Partnership)

지속가능개발목표(SDGs)(2016-2030)

(7) 친환경 에너지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 여건 조성
(16) 포용사회 및 제도 구축,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고

(8) 파트너쉽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자료: 박지연 외(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 20권 제2호, p.259 바탕으로 저자 수정

95개 세부목표, 13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 지표는 발표하지 않음 (2019.10.15.~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NEAMF 발표자료)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5장 1절 참조
31) 권율 외(2019),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10, 19

82

2) 새로운 남북 국토 인프라 협력의 목표
지금까지 살펴본 국토 인프라 분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T 기술 발전에
따라 세계 각지, 각 인프라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경제적 기회의 창으로 여겨진다.
건설산업에 IT산업이 결합하면서 국토 인프라 분야는 생산성 향상, 신규 시장 형성
등의 효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토 인프라의 계획-건설-유
지관리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노동인력 중심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신규시장이 형성이 가능해진다. 특히 스마트시티 건설의 경우, 개발 수
익을 다시 스마트시티 운영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
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부,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예상되며 적절한 거버넌스가 마련된다면
민관 협력 및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 설계는 개별 사업 시공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
게 솔루션 도출이 중심이 된 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을 사용하면 도시문
제 해결을 위해 국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시운영까지 고려한 인프라 설
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T 기술 기반의 국토 인프라 조성이 활성화되면
국토 인프라는 첨단기술의 안보화와 연관되어 일종의 패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 간 선진기술 및 기술표준체계 공유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북
국토인프라 협력에 있어서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을 목표로
북한의 국토인프라 개발이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경우, 스마트인프라를 활용한 남북협력 추진 시 새로운 국토 인프라를 확충
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강
국 건설을 위한 지식경제 실현을 위해 건축 및 도시설계분야에서 ICT 기술 접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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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남북 인프라 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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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32). 그러나 국토 인프라의 전 건설과정에서 적절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를 기반
으로 향후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기존과 다른 공간개발이 시도되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협력 추진 시 관련 신규시장을 확보하여 저성
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남한의 국토인프라는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부족
하고, 기술력 중심의 평가에 대한 체감도 저조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산업과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기존 산업의 틀을 바탕
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의 사회적 문제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해나가면서 기존 인프라 산업에 대한 디지털 변환을
진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을 원활하게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
망 인프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의 확보 또한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지역
의 인프라 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새로운 남북 국토인프라 협력의 추진방향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에 따라 한반도 동반성장을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은 스마
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토 인프라의 변화 내용을 종
합했을 때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 국토인프라 협력의 세부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
섯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32) 북한은 조선콤퓨터쎈터와 평양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건설분야 소프트웨어
로는 3차원 모델링 기반 건축설계지원시스템 ‘산악’(평양정보센터 개발), ‘봉화’ 외에 ‘푸른하늘 1.0’, ‘생눈길
1.0’ 등이 알려져 있다. 실제 시공단계에서 ICT 기술이 적용된 것은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완공)나 려명거리신
도시(2017년 완공)에서 일부 에너지 절약 기술 사례를 들 수 있음. (출처: 임윤택(2020),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
획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 조선건축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1호, p.22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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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단계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스마트 인프라 중심의 남북협력은 북한의 경제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스마트인프라 건설은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 접근 방식 및 세부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 일례로 앞서 스마트시티 계획의 세계적인 추세가 크게 두 가지 방식
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고, 아세안 10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부 사업이 국가 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33). 이에 따라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건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단계에 따
라 다른 접근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요구된다.

(2) 지역 이슈에 기반한 인프라 설계
스마트 인프라 중심의 남북협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문제 설정을 기반으로 이뤄져
야 한다. 국토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 조성의 문제로 이해
할 수 있고 이들을 포괄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
트시티 설계의 경우, 데이터 축적・응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분야별 이슈를 이끌어내고 이에 대응한 적절한 기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설계 시 지역 단위의 문제 설정 및 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스마트 인프라의 실질적인 운영은 기술 뿐 아니라 기술을 도시생활-도시
운영-도시정책에 도입하는 인적자본 및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기술과 시
스템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까지 포함한 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적정 기술을 찾는 기술 수요조사 뿐 아니라 지자체 면담 및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
가 워크샵을 통한 도시문제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할 것이 요구된다.

33)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세안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 4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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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체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북한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입체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래 북한의 인프라 조성은 경
제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스마트 인프라
중심의 남북협력을 통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국토 인프라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앞서 언급한 경제성장 효
과 뿐 아니라 환경, 재난재해, 인적개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
다. 에너지 자립형 건축과 스마트 에너지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절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고 소방 서비스, 경찰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도시재난 대비도 가능하다. 또
한 스마트 인프라 중심의 남북협력은 북한 근로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4) 주변국 간 연결성 강화 매개로 활용
스마트 인프라 중심의 남북협력은 주변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매개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현재 개발협력의 사업과 협력주체
모두 다원화되고 있다. 이후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SCN) 협의체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한 독자적인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역외 국가 및 도시 간 협력 프로그램인 트위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적극적으로 역외 파트너의 자금 및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역내외 국
가 간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미래 북한 스마트 인프라 개발 시 적용
된다면 인프라 투자의 개발이익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향후 역내 경제통합 가능
성 또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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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국토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을 일종의 해외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높
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 창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시에 방대한 데이터 관리, 정보・보안 이슈, 첨단 기술 및 솔루션 활용 등
의 문제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중심 남북협력은 초기 건설 비용의 감소, 건설 과정에서 노동 생산성
증가,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유지 비용의 감소 뿐 아니라 민간 부문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마트 인프라 중심 남북협력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북한의 국가적 특성과 지
속가능한 개발 추구라는 개발도상국의 특성 또한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스마
트 인프라 구축은 일정 부분 공공성을 확보한 투자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상호보
완적인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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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사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스마트 인프라 중심 남북협력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두 가지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1). 첫째,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기
반 북한 국토개발과 국가 간 파트너쉽을 활용한 공동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둘째, 중국의 스마
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를 사회문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중국 접경지역의
스마트 인프라 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스마트 인프라 기반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조성사업
1)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개발
(1) 4차산업혁명 준비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아세안은 국가 크기, 부존자원, 인구, 경제수준 등이 상이한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현재 상위 소득국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고위 중소득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저위 중소득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분류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CI)에 의한 국가단계 구분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1단계인 요소 주도 경제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단계인 효율성 주도 경제의
인도네시아, 태국, 3단계인 혁신주도경제의 싱가포르 등으로 분류된다2).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
하는국가로는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는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언한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함
2) World Economic Forum(2016), p.5,38. 다만 미얀마는 2015년 자료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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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아세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전략
구 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전략
· 스마트국가 이니셔티브, 정보통신 미디어 2025
· 인더스트리 4WRD
· 공동번영비전 2030 (KEGA 15)
· 태국 4.0(Thailand 4.0) +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 빨라빠링(Palapa Ring) 프로젝트 2006~2019 + 브로드밴드 2014~2019
· 제조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필리핀

· i3S(포용적 혁신산업전략)

베트남

· 4차 산업혁명 발전 정책(Directive 16/2017/CT-TTg)
· 2030년 산업국가 개발방침과 2045년 비전

자료: 김정곤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연구, p.80 를 토대로 저자의 수정 및 보완.

그림 4-1 | 아세안 국별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 따른 분류
- Leading: (현재의 견고한 경제기
반과 미래를 위한 강력한 준비) 싱
가포르가 최고이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순
- Legacy: (강한 경제기반과 미래
리스크 직면) 인도네시아
- High Potential1): (현재 경제기
반 다소 제한적이나 미래를 위한 준
비 양호) 브루나이와 필리핀
- Nascent: (현재 경제기반 다소 제
한적이고 미래 리스크 직면) 베트
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다
만, 베트남은 준비차원에서 보다 강
한 잠재력과 긍정적인 궤적을 보여
다른 국가보다 교차점에 더욱 가까
움
주: 다만 일부 지표는 1인당 기준(a per capita basis)이어서 브루나이와 같이 인구가 적은 국가일 경우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ASEAN Integration Report, pp.149~150 를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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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아세안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프로그램
추진 공동체

분 야
전자상거래

ICT

과학․기술

경제공동체
(AEC)

이 니 셔 티 브 /프 로 그 램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
아세안 디지털 통합 기본구조(DIF)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기본구조
아세안․일본 사이버보안 능력배양센터
아세안 통신․정보통신 장관회의(TELMIN)를 디지털장관회의로 변경
아세안 혁신로드맵
아세안 예지력(Foresight) 동맹

아세안 SME 온라인 아카데미
미소․중소기업
SME 서비스센터
(MSMEs)
아세안 미소기업 디지털화
지식재산권

기술혁신지원센터
아세안 미소․중소기업(MSMEs) IP 훈련 플랫폼

소비자보호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경 간 B2C 애로사항 가이드라인과 행동강령

에너지

아세안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신재생에너지 허브/정보 공유 메커니즘

식량․농림업 기후 스마트 농업

정치․안보
공동체
(APSC)

사회․문화
공동체
(ASCC)

아세안 사이버범죄 예방 및 방지 선언
사이버보안 아세안 사이버 센터․허브
아세안 사이버보안 협력을 위한 지도자 선언문

교육

ICT 교육
ASEAN TVET 4.0

노동

ICT 고용

공공서비스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공공서비스 가속화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선언문

공동체 전체

스마트시티 아세안 스마트시티네트워크(ASCN)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ASEAN Integration Report, 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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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중소득국 함정 극복과
지속가능성장 실현,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등을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미흡하지만
개발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3).
아세안 회원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를 점검한 결과 생산 동인 및 생산 구조
측면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의 순으로 평가된다4). 이 때 생산 동인은 혁신․기술, 인적자원,
규제, 인프라 연계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5개 측면을 고려했고, 생산 구
조는 규모의 경제와 경제 복합성을 고려했다. 국가별 평가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표 4-2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아세안 스마트시티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ies Network)는 스마트시티를 소재로 아세안 국가 전체가 참가하는 주요 이
니셔티브이다.

(2)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아세안 국가들은 ASCN 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본격화했으나 국가 별로 초기조건,
경제수준과 규모, 도시화율, 사회․문화적 상황, 개발전략, 정치체제 등이 상이하여 각
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 전략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회원국의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ASEAN Sustainable Urbanization Strategy)
을 발표해 각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5).
아래 표의 개발 목적을 보면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국가 건설, 말레이시
아, 태국, 베트남은 산업구조 고도화, 신 성장동력 확보,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은

3) 2018년 현재 전체 GDP에서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세안은 7%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은 16%, EU는
27%, 미국은 35%에 달함(출처: ASEAN Secretariat(2019), ASEAN Integration Report, p.146)
4) ASEAN Secretariat(2019), ASEAN Integration Report, pp.148~150
5) 김정곤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연구,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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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점 개발방향은 각 국의 경제수준과
도시 인프라 구비 여부에 따라 다양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하던 지역・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말레이시아는 이스칸다르, 미얀마는 경제특구, 필리핀은
뉴 클라크 시티, 태국은 동부경제회랑(EEC), 베트남은 뉴타운 등을 들 수 있다6).

표 4-3 |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목적과 방향
구 분
싱가포르

개발목적
· 세계 최초 및 최고의 스마트국가 설립

· 도시 경쟁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활용
말레이시아 · 디지털 기술에 의한 소프트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산업 육성

태국

· 산업구조 고도화와 스마트산업 육성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부족한 인프라 구축: 물류, 상하수도 등
인도네시아 · 도시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보
· 자연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중점개발방향

주요 스마트시티 전략
(ASCN 제외)

정부 주도에 의한 데이터
구동형 및 플랫폼 도시 구축

스마트국가 이니셔티브

거버넌스, 모빌리티,
경제/산업, 인프라, 주민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National Physical Plan
3 일부)
도시경쟁력 마스터플랜
공동번영비전 2030
(KEGA 15)

경제, 모빌리티, 리빙,
거버넌스, 주민 데이터 플랫폼

태국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동부경제회랑(EEC)

거버넌스, 경제, 모빌리티,
주민, 주거환경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이니셔티브(2017)

뉴 클라크시티
(New Clark City)
(단기) 인프라, 모빌리티, 환경
메트로폴리탄 문제점 개선과 삶의 질 개선
뉴 마닐라베이-펄시티
(중장기) 경제, 주민(고용)
(New Manila Bay-City
of Pearl)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상하수도, 통신 등 인프라
개발계획 2018-2025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구축, 주거환경 개선, ICT
비전 2030(Decision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활용
기반 구축
950/2018/QD-TTg)

필리핀

·

베트남

·
·
·

미얀마

· 경제성장 모멘텀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충, 경제특구 개발,
주거환경 개선

ㅡ

자료: 김정곤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연구, p.80, 83을 토대로 저자 수정 및 보완

6) 김정곤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연구, 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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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경제통합과 인프라 연계성 개선
(1) 역내 경제통합 추진
아세안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전략을 FDI와 수출중심으로 전환하고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했다. 아세안은 1992년 아세안자유무
역지대(AFTA)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기본협정으로 공통실효특혜관세(CEPT)를 체결
했다7). 이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2002년 공식 출범함과 동시에 경제통합을 심
화․・확대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를 본격 추진했다.
현재 아세안이 추구하는 경제통합은 FTA나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는 수준이 높
고 범위가 넓지만 EU보다는 수준이나 범위가 좁은 지역공동체이면서 아세안방식
(ASEAN-X)에 따른 점진적인 통합, FDI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 공통 발전 전략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상품무역보다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 FDI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 공통 발전 전략 기능, 역내 통합을 실질적으
로 좌우할 비관세장벽 축소 또는 철폐,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르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추진
아세안은 2010년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개발격차 축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체 구축 촉진을 위해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서 물리적 연계성, 인적 연계성, 제도적 연
계성 증진을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아세안은 인프라 개발에서 부족한 기술 및 자금을 스스
로 충당하여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인프라기금(AIF)을 설치했다8).
그러나 재원조달, 정책결정, 이행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실행력을

7) 라미령 외(2020),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
8) 이재호(2017),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최근 논의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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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 연계성 간 상호 관계도

자료: ASEAN Secretariat(2011),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p.2를 저자 수정

그림 4-3 | MPAC 2025의 5대 전략분야와 15개 이니셔티브

자료: ASEAN Secretariat(2020), Mid-Term Review: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p.1를 저자 수정

높인 MPAC 2025를 추진했다. 이것은 5대 전략분야(Strategic Area)와 15개 이니셔
티브(Initiative)로 구성되며9), 특히 주요 전략분야인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서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전략(ASUS: 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를 제정했다. 이것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중 하
나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DGs 11)을 위한 지침서로서도 기능하지만10) 무엇보다도
아세안의 도시화 전략,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 ASEAN Secretariat(2016),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pp.29-34.
10) 김정곤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연구,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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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의 주요 내용
(1) 추진배경과 목적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확산 등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아세안은 향후 경제성장을 주요 도시권이 견인할 것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도시권 인구가 추가로 9,000만 명 증가하고 인구
2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중규모 도시가 성장의 40%를 주도할 거라 예상한다11).
이에 따라 ASCN은 역내 스마트시티 간 협력 촉진, 민간 활용 스마트시티 개발 활성
화, 역외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자본과 기술 조달 원활화 등을 통해 아세안의 스마트시
티 개발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12).
또한 ASCN을 통해 역내 스마트시티 개발 및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ASCN을 제안한 이유로 ASCN을 통해 회원국의 스마트시티 개
발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13).
특히 ASCN은 아세안 방식(ASEAN-X)의 스마트시티를 정의하고 공동의 스마트시
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는데14), 이를 위해 ASCN은 아세안
도시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별 도시가 처한 환경에 맞춘 스마트시
티 개발 계획을 합의를 통해 도출하고 추진한다.

(2) ASCN의 기본구조와 시범도시별 주요 개발 분야
ASCN은 연차회의, 행동계획, 기본구조 등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5월
개최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워크삽(SCGW: Smart Cities Governance Workshop)과
같은 해 7월 개최된 ASCN 연차회의를 통해 ASCN 스마트시티 행동계획(SCAP:

11)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1
12)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2
13)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1
14) 주한나(2018), 아세안의 도시와 스마트시티,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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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ASCN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목 적

내 용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시범도시 간 협력 촉진

· 각 시범도시의 2018~2025년 액션 플랜 수립(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의
조화)
· 아세안 특유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본구조(framework) 책정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성을 · 시범도시는 실질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가진 유망 프로젝트 개발 촉진 위해 민간 솔루션 제공자와 연계

· 시범도시는 자발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특정 역외
파트너와 매칭을 통해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역외 파트너의 자금과 지원 확보
· 세계은행(WB&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글로벌인프라허브(GIH) 등 다자금융기구의 지원 희망
자료: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2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4-4 | 아세안 스마트시티의 기본구조(ASCF)

자료: ASEAN Secretariat(2018d), ASEAN Smart Cities Framework,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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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ASCN에 참여한 26개 주요 시범도시

자료: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ities Network, p.9

Smart City Action Plan)이 수립되었다. 이 때 각 시범도시의 2025년 종합개발 비전
과 기본구조(ASCF)를 바탕으로 26개 시범도시, 6대 중점개발분야, 시범도시별 특수
성과 목표, 우선 프로젝트 등을 확정했다15).
ASCN의 기본골격은 상위전략인 MPAC 2025를 기반으로 수립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기본구조(ASCF: ASEAN Smart Cities Framework)에 잘 나타난다. 기본구조
(ASCF)는 각 시범 도시의 초기 조건과 특성(지방, 문화, 잠재력, 필요성 등)을 기반
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는 비구속성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 구조는 그림

15) ASEAN Secretariat(2018c), ASEAN Smart Cities Network: Smart City Action Plans,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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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ASCN 시범도시의 주요 개발 분야
분 야

개 수

분 야

개 수

시민․사회

5

환경 개선

10

보건․복지

5

인프라 구축

24

안전․보안

6

산업․혁신

8

주: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안전․보안 분야로 분류했으며, 프로젝트에 따라 2개 분야로도 분류
자료: Crumpton et al(2020), pp.10~12 를 토대로 저자 작성

4-4와 같다. 이것은 스마트시티 전략적 성과, 도시 시스템, 중점 개발 분야, 지원 기
반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 된다16). 전략적 성과 영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경제,
지속가능한 환경, 높은 삶의 질의 교집합을 추구하며, 도시 시스템 영역에서는 ‘통합
된 종합 계획 및 개발’과 ‘역동적이고 적용 가능한 도시 거버넌스를 목표로 둔다. 6대
중점 개발 분야로는 시민․사회, 보건․복지, 안전․보안,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산업․혁
신을 들 수 있고, 이것은 18개 세부 분야, 개발 전략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17).
지원기반으로는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 파트너십과 재정지원을 제시했다18).
ASCN 시범도시들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은 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 교통정체, 환경파괴, 소득격차 확대, 치안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낙후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9). 우선 추진 프로젝트를 아세안 스마
트시티 기본구조(ASCF)의 6대 중점 개발 분야로 분류하면, 인프라 구축이 압도적으
로 많고 다음으로 환경 개선과 산업․혁신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의 스마트
시티 개발이 낙후된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신 성장동력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 ASEAN Secretariat(2018d), ASEAN Smart Cities Framework, p.2
17) ASEAN Secretariat(2018a), 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 pp.9-14.
18) ASEAN Secretariat(2018d), ASEAN Smart Cities Framework, pp.2-5.
19) 藤江秀樹(2019), アジア大洋州地域で事業機会が高まるスマートシティ開発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19/0801/a876372e518013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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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시범도시별 우선 추진 프로젝트와 중점 개발 분야
국가
싱가포르

도시, 인구
싱가포르,
5.64
(Smart City Sandbox)

브루나이

우선 추진 프로젝트

(백만 명, 2018년 기준)

온라인 결제
전자정부(NDI) 구축

반다르스리브가완
캄퐁 아에르(수상마을) 활성화
0.10
하천관리프로젝트
(Agile Seedbed)

조호르바루,
0.50
(Agile Seedbed)

쿠알라룸푸르,
1.79
말레이시아

(Prime Mover)

코타키나 발루,
0.45
(Agile Seedbed)

쿠칭,
0.33
(Agile Seedbed)

방콕,
8.31

개발분야
산업·혁신 (전자상거래)
시민·사회 (관광)
환경(환경정화)

의사결정, 상황점검, 계량화 등 도시관리도구 개발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용성)
통합 도시 물 관리 계획
환경 (자원관리)
도시 관리도구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고체 폐기물 관리

디지털 인프라
환경 (자원관리)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된 고체 폐기물 관리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환경 (자원관리)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된 홍수 관리 및 응답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용성)
환경 (도시 회복력)

Pahonyothin 교통 센터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쓰레기에서 에너지로 프로젝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용성)
환경 (자원접근·관리)

도시 데이터 플랫폼
푸켓 이글 아이즈 (CCTV 보도)

시민·사회 (관광)
산업·혁신 (무역·거래)
안전 (개인안전·보안)
산업·혁신 (무역·거래)

(Prime Mover)

태국

촌부리,
0.18
(Agile Seedbed)

푸켓,
0.08
(Agile Seedbed)

우중판당/마카사르,
Dottoro’ta (홈케어)
1.47
통합 세금 시스템
(Emerging Champion)

인도네시아

바뉴왕기,
0.11
(Agile Seedbed)

자카르타,
10.08
(Prime Mover)

세부,
0.92
(Emerging Champion)

필리핀

다바오,
1.63
(Emerging Champion)

원거리 지역 공공 서비스 접근 개선
교육제도 개선

건강·웰빙
(헬스케어, 교육·기업가 정신)

Oke Otrip (대중교통 통합 결제 카드)
OK-OCE (구역별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산업·혁신 (비즈니스·기업가
정신)

자동 도시 교통 통제 시스템
BRT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통합 명령·제어센터
자동화된 도시 교통 통제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공공
마닐라,
환경
12.88(metro)
기술
(Prime Mover)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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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헬스케어, 공공서비
스)

안전과 질서, 공공 및 사회 서비스 향상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된 교육 제공
의료 관리

산업·혁신 (교육·기업가 정신)
건강·웰빙 (기타 공공 서비스)

국가

도시, 인구
(백만 명, 2018년 기준)

다낭,
1.22

우선 추진 프로젝트

개발분야

지능형 교통 관리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지능형 운영 센터
I지능형 교통
스마트 관광 (예. 여행 포털 및 모바일 앱)

디지털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시민·사회 (관광)

지능형 운영 센터
통합 비상 대응 센터

시민·사회 (사회통합)
건강·웰빙 (헬스케어)

도시 녹지, 습지 복원 사업
콘크리트 골목길과 도보 건설

우수한 환경(자원 접근 & 관리)
사회기반시설 건설 (건설)

배수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교통계획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용성)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도시도로 및 공공공간 관리
고체, 액체 폐기물 관리

사회기반시설 건설 (건물·건설)
환경
시민·사회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용성)

스마트 공공 공간 (11개 대로 복구)
버스 서비스 효율성 향상

사회기반시설 건설 (건물·건설)
환경
시민·사회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도심 고형, 액체 폐기물 관리
스마트 관광 관리 시스템 개선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용성)
시민·사회(관광)

저렴한 주택
국제 종합 대학 (교육허브)

사회기반시설 건설 (건물·건설)
산업·혁신 (교육)

대중교통과 교통 관리
주차와 도보 관리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동성)

Bo Ba Htoo 적정주거 프로젝트
임대주택 및 TOD 프로젝트
양곤 도심지 보전

사회기반시설 건설 (건물·건설)
환경

(Agile Seedbed)

베트남

하노이,
7.78
(Emerging Champion)

호치민,
8.64
(Emerging Champion)

루앙프라방,
0.06
라오스

(Agile Seedbed)

비엔티안,
0.82
(Agile Seedbed)

바탐방,
0.20
(Agile Seedbed)

캄보디아

프놈펜,
1.50
(Emerging Champion)

시엠레아프,
0.14
(Agile Seedbed)

네피도,
0.92
(Emerging Champion)

미얀마

맨달레이,
1.23
(Emerging Champion)

양곤,
7.36(metro)
(Prime Mover)

주: Smart City Sandbox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고차원적이고 혁신적인 경험을 창조하는
도시, Prime Mover는 스마트시티 패러다임이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직면한 역내 최대 도시, Emerging
Champion은 재원조달 문제에 직면한 중소 도시, Agile Seedbed은 목표한 스마트시티 지원프로그램을 시범사업화
및 확장할 수 있는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자료: Crumpton et al(2020), Assessing the ASEAN Smart Cities Network via the Quintuple Helix Innovation
Framework, with Special Regard to Smart City Discoursem Civil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p.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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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CN의 추진체계 및 보고체계
ASCN은 4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연차회의를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진척 상황
점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기회 모색 등을 추구한다.
연차회의 의장국은 아세안 의장국이 겸임한다. 각 시범도시별 최고책임자(Chief
Smart City Officer)와 국별 대표(National Representative)를 선정함과 동시에 이들
이 연차회의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워크삽(SCGW)에 참가한다20).
ASCN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진척 상황은 의장국을 통해 공동자문회의(JCM)에 보고
된다. 또한 조정과 모니터링은 아세안사무국 통합모니터링이사회(IMD)를 통해 ASCN
연차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형태로 공동자문회의(JCM)과 아세안 부문별 기
구(sectoral)에 제출된다.
이후 이들은 아세안조정이사회(ACC)를 통해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에
보고된다. 2020년 현재는 ASCN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권한 강화와 평가시스템 도
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

그림 4-6 | ASCN의 보고 체계

자료: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6

20)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4-5
21)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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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위닝 프로그램(Twining Program)과 역외 주요국의 참여 현황
ASCN의 주요 목적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부족한 기술 및 개발재원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주요 역외 파트너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ASCN은 또
다른 핵심 요소인 트위닝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도시와 역외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 체
결,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 우선 개발, 연차회의 기간 시범도시와 역외 파트너 간의 자
매결연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한다22).
또한 아세안의 주요 대화 상대국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선언
문을 통해 ASCN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
를 발표했다. 미국은 미․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CP: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중국은 중․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이니셔티브에 관한 지도자 성
명서(ASEAN-China Leaders’ Statement on Smart City Cooperation Initiative), 일
본은 일․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회의(ASEAN-Japan Smart Cities
Network High Level Meeting), 호주는 호․아세안 스마트시티 신탁기금(ASEAN
Australia Smart Cities Trust Fund)을 통해 ASCN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8년 체결한 USASCP를 통해 ASCN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국무부,
상무부, 교통부,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무역개발처
(USTDA) 등을 통해 ASCN의 수송, 수자원 및 자원 재활용, 보건시스템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ASCP는 민간분야 참여 활
성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수자원 안보, 수송, 혁신 연구에 대한 지원과 대학 간 파트너
십, 도시 보건, 통합 도시서비스, 에너지시스템 모델링과 사이버보안 등에 많은 관심
을 표명했다23).
22) ASEAN Secretariat(2018b), Concept Note of ASEAN Smart Cities Network, p.4
23) Office of the Spokesperson(2020.2.12.),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USASCP): Sharing
Expertise Between Cities to Benefit the People of ASEAN
https://www.state.gov/u-s-asean-smart-cities-partnership-usascp-sharing-expertise-betwee
n-cities-to-benefit-the-people-of-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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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 아세안 대화상대국의 ASCN 지원 성명서(2020년 4월 현재)
ASCN 지 원 성 명 서

파트너

발표 시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
도, 뉴질랜드, 러시아

2018.11.15

미국-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미국

2018.11.15

아세안-호주 스마트시티 신탁기금

호주

2019.4

아세안-일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회의

일본

2019.10..8.
-11

아세안-중국 스마트시티 협력이니셔티브에 관한 지도자 선언문

중국

2019.11.3

아세안-한국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한국

2019.11.25

아세안 스마트시티에 관한 동아시아정상 지도자 선언문

자료: Martinus(2020), ASEAN Smart Cities Network: A Catalyst for Partnerships, p.5

일본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일․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민협의회(JASCA: Japan Association for
Smart Cities in ASEAN)도 개최했다. JASCA에는 2020년 11월 현재 경제산업성
(METI)을 비롯한 중앙정부기관 7개, 요코하마를 비롯한 지방정부 9개, JICA와 JBIC
을 비롯한 공적기관 16개, 민간기업 242개가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
2020년 12월 개최된 제2회 고위급회의에서는 지원책으로 일아세안 스마트시티 상호협력
지원(Smart JAMP: Smart City supported by Japan-ASEAN Mutual Partnership)
을 발표하였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화 가
속화, JBIC 2,000억 엔, JOIN 500억 엔, ODA 등 투융자 촉진, 아세안 각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 능력 강화, 민간 참여 촉진 등이 포함 된다25).
이 밖에 2018년과 2019년 ASCN 시범도시와 파트너십을 추진한 주요 역외국가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4) 国土交通省(2020), JASCA槪要
2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2020), Summary Record of The
Second ASEAN-Japan Smart Cities Network High-level Meeting,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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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ASCN 시범도시와 역외국의 파트너십 추진 현황(2018-2019년)
ASCN 파 트 너 십 프 로 그 램

파트너

ASCN
시범 도시

주요 분야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싱가포르 국제청(Enterprise Singapore)

한국

싱가포르

산업․혁신

바뉴왕이(Banyuwangi) 시정부와 존윌리 앤 선즈(John Wiley &
Sons)

미국

바뉴왕이

보건․복지

대만 경제부, 아시아태평양통신그룹(APTG)과 방콕 트루 디지털파크
(True Digital Park)

대만

방콕

산업․혁신

ING 홀딩스 캄보디아, 코즈웨이베이 그룹 HK, 시노베이 건설 HK

홍콩

프놈펜

산업․혁신

싱가포르, 프놈펜

산업․혁신

푼디 엑스(Pundi X)와 프놈펜시
도시 계획 상 ICT 관련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MLMUPC)와 한국 국토교통부

한국

프놈펜과 기타 시 인프라 건설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와 일본 국토․인프라․
수송․관광부

일본

프놈펜과 기타 시 인프라 건설

촌부리 아마타시(Amata City), 히타치(Hitachi), 요코하마시, 요코
하마 도시 솔루션연합

일본

촌부리

환경 개선

스위스,
스웨덴

호치민시

안전․보안

시스코(Cisco)와 하노이 시의 스마트시티 유틸러티

미국

하노이

안전․보안

알리바바(Alibaba)와 콸라룸푸르 시정부

중국

콸라룸푸르

안전․보안

프랑스

싱가포르

시민․사회

지멘스(Siemens)와 방콕 철도

독일

방콕

인프라 건설

자카르타 지역재난관리청(BNPB)과 후지츠(Fujitsu)

일본

자카르타

안전․보안

양곤 다운타운 보존프로젝트와 JICA

일본

양곤

인프라 건설

싱가포르,
마카사르

산업․혁신

다바오(Davao) 공공안전 및 보안지휘센터, IBM, 화웨이(Huawei) 미국, 중국

다바오

안전․보안

푸켓(Phuket) 시 디지털 경제진흥청, 화웨이, 롤랜드버거(Roland
독일, 중국
Berger)

푸켓

산업․혁신

싱가포르

안전․보안

태국, 미얀마

산업․혁신

스마트시티 관련 ABB와 호치민시

다쏘 시스템즈(Dassault Systèmes)와 가상 3D 싱가포르

마카사르 MPI센터와 싱가포르 국제청

화웨이와 싱가포르의 5G AI 랩

중국

양곤․아마타 스마트․에코시티(Yangon Amata Smart and Eco
City)

자료: Martinus(2020), ASEAN Smart Cities Network: A Catalyst for Partnerships,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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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개요
(1)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배경
중국에서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지구(智慧地球), 디지털도시(數字城市)라는 이름으
로 관련 개념이 처음 등장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6). 현
재까지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개념정립의 초기 단계,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개발이
이뤄진 과도기적 단계, 신기술 개발 및 민생 중심 노선을 병행한 중앙정부 위주 단계
등 크게 세 단계에 걸쳐 발달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과도기적 단계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스마트시티 개념은 정부의 도시화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해당 시
점에서 중국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건설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27)와 신형 도시화28)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29).
이후 중국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목표를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한 지방의 양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서 기술고도화를 통한 도시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질적 성장으로 목표
를 조정했다. 2014년 8월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智慧
城市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스마트
시티 건설・관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시작을 알렸다30).
2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 新型智慧城市发展研究报告（2019年), 中国信息通信研究院, p.2
27) 샤오캉 사회(小康)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목표
로 2002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달성’을 밝힘 (출처: 연합뉴스 시사금융용어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147)
28) 중국은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도시화를 통해 내수 중심 경제로
의 재편을 추구함. 이에 따라 중국국무원은 국가신형도시화규획(2014-2020)을 발표(2014.3.16.)하고 농촌인
구의 도시 편입, 낙후 지역의 소득 증대, 호구제도의 개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2014), 중국 「신형 도시화 계획 2014-20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중Zine INChinaBrief, Vol. 265, p. 2-7을 참조
29) 住房城乡建设部(2012), 国家智慧城市试点暂行管理办法, p.1
30) 国家发展改革委 等(2014), 关于促进智慧城市健康发展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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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중국 스마트시티 개념의 발달과정
단 계

이 름

내 용

1단계
(2008~2012년)

스마트지구(智慧地球),
디지털도시(數字城市)

·IBM, Oracle 등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킹화가 진행되었으며, 무선통신, 광대역통신,
GIS, RS 등의 기술 중심으로 논의

스마트시티
(智慧城市)

·(2012년)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으며,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을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섬
·(2014년) 중국 정부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
며,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여겨져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됨

신형스마트시티
(新型智慧城市)

·중국 내 각 지방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양적인 성장 방식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꾀함
·기존의 기술편향적인 스마트시티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사람 중심
(以人为本)의 스마트시티가 정책적 목표가 됨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기술들이 발전을 이끌어나가
기 시작했음

2단계
(2012~2015년)

3단계
(2016년-현재)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 2020年中国智慧城市发展研究报告, p.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따라 2016년에 ‘신형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以
人为本)’ 스마트시티 건설로 목표가 개정되었다.
중국에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인프라 관련 주요 국가급 전략은 ‘중국제조
2025(2015.5.8.)’, ‘인터넷플러스(2015.7.1.)’,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
개년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 2016.3.16.)’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주요 규획은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국가 정보화 규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
划)’, ‘국가신형도시화규획(2014~2020년)(国家新型城镇化规（2014－2020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사례와 시사점 ･ 109

(2)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
먼저 스마트시티 시범구를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
과 같다. 스마트시티 시범구는 크게 국가(급) 시범사업과 기타 시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여기서는 국가(급) 스마트시티 시범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부록 3]의 표와
같이 크게 8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3년 1월, 90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013년 8월 103개의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2014~2015년 사이 97개가 추가되어 총 290개의 국가
(급)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이 선정되었다. 조사기관에 따라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숫자
가 제각각이나, 치엔짠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까지 집계된 중국의 총 스마트시티 개수는 749개이다31).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신형 도시화 계획 등 앞서 언급한 정책들이 도시군 계획
등의 공간 계획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실현되는 상호 연계・보완
의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신형 도시화 계획과 함께 도시군 계획을 고려하는 것은 중국
스마트시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형 도시화 계획(2014.3 발표)
과 도시군 계획(2015.3 첫 도시군 비준)은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며 약 1년 정도
의 짧은 시간을 가지고 맞물려 추진되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매개체로
스마트시티를 활용했다32).
국가급 전략으로서 가장 상위 개념인 신형도시화계획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해소, 내수 확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별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해소(도농일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농민들의 시민화(市民化)와
31) 前瞻产业研究院(2020), 2020年中国智慧城市发展研究报告, p.15
32) 중심 도시의 견인기능 강화, 중소형 도시의 발전 가속화, 진(鎭)의 중점적 발전 등은 신형도시화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렇게 구성된 다층, 다단계의 도시군을 내부, 외부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의 요소임. 따라서 신형도시화 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규모, 기능에 적합한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새로운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
하여 신형도시화 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함. 자세한 내용은 윤춘연(2016), 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전략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37-4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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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중국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정책 간 관계

자료: 저자작성

이에 따른 기존 농촌지역(현급 지역)의 도시로의 성장, 새로운 도시의 건설을 유발하
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첨단기술들이 응용된 스마트시티 건설이 제시
되었다.
이렇게 형성・발전된 각각의 도시들은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도시군을 만들게 된다.
중국에서 국가급 도시군은 최상위 공간 조직 형식으로, 특정 지역 내에 특대도시, 대도
시, 중소도시가 모여 있으며, 다핵심・다단계의 도시 집단을 뜻한다. 도시군에서는 교
통, 통신, 인터넷 등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사회적 일체화 계획을 수립한 대표적인 국가급 도
시군으로서 징진지(京津冀) 도시군과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도시군을 들 수 있으
며, 해당 지역에 스마트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
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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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 주요 도시군의 일체화 계획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활용 사례
도시군

징진지(京津冀)
도시군

범 위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사업명

주요 내용

통신요금체계의
통합

·징진지 3개 지역 내 통신 요금체계 통합에 따른 시내이용요금
부과(기존에는 시외요금 부과)
·2015년 8월,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의 징진지 지역
내 요금체계 개편33)

허베이성-베이징 ·HVDC(초고압직류송전) 시작 (2018.12.27., 허베이성 장자
커우 장베이현-베이징)35)
HVDC34) 건설

장강삼각주(长
江三角洲)
도시군

양자통신
네트워크
간선망 건설

·양자암호통신 산업화와 관련한 전략 제휴 체결36)
(차이나텔레콤-상하이궈둔양자정보유한공사)
·상하이-베이징 구간 양자통신 간선망 개통(2017.10)37)
·상하이 시내 양자집중제어센터(4개). 사용자노드(26개) 건설
및 금융업 응용38)
·양자통신사업의 발전과 양자암호통신간선망 건설 명시39)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초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정부 및 사회 공공서
비스 플랫폼 건설 발표40)

스마트브레인
프로젝트

·장강삼각주 일체화를 위한 스마트 브레인 프로젝트 시범구 건
설41)

상하이저장성장쑤성안후이성

자료: 각주에 밝힌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3) 人民网(2015.08.27.), 京津冀手机用户域内长途和漫游费取消
34) HVDC(초고압직류송전)는 차세대 전력기술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고압의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하고,
전력을 받는 곳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의 기술. 전 세계 HVDC 시장의 80%는 중국이 차지.
(출처: 중앙일보(2017.04.13.), 전력 산업, 중국은 청년인데 한국 이제 갓 3살?)
35)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高技术司(2018), 推动智能化输电通道建设 促进京津冀能源协同发展
36) 中国证券报(2019.06.13.), 国盾量子与中国电信上海公司签署战略合作协议 共同展开联合试商用推广
37) 연합뉴스(2017.10.01.), 中, 베이징-상하이 2천㎞ 양자통신 네트워크 개통
38) 腾讯网(2020.11.09.), 量子铸盾先行一步，中国电信“量子＋”产业生态为新基建安全护航
39) 中共中央(2019), 长三角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40) 上海市人民政府(2020), 上海市推进新型基础设施建设行动方案（2020-2022年）
41) 中国证券网(2020.05.07.), 上海将探索建设临港新片区互联设施体系和长三角一体化示范区智慧大脑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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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형 도시화 규획(2014-2020)에 나타난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정부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중소규모 급 도시성장을 통해 내수증대를 시
도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신형도시화 규획에 제시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중진국 함
정에 빠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4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시장에 의한 경제성장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즉, 도시화에 따른 기초 인프라 및 주택에 대한 대규모 수요, 직업 다양화 및 소득 증
대,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면
서도 내수활성화의 효과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대도시 지역에서 호적제도, 소득격차 등에 따른 농민공들의 불만 같은
사회적 위험요소도 해결할 수 있다. 농민공들은 출신 지역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
며, 주변의 도시지역에서 경제생활 영위하면서 농촌에서보다는 소득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형도시화 규획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분야 핵심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사회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
지가 나타난다.
신형 도시화 계획에서 스마트시티 건설방향은 i) 정보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ii) 계
획・관리의 정보화, iii) 기초 인프라의 스마트화, iv)) 산업발전의 현대화, v) 공공 서
비스의 간편화, vi) 사회 관리의 정밀화 등 크게 6가지로 제시된다. 신형 도시화 계획
을 시행하면서 새로 건설하게 되는 도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응용하
여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생태계 보호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도시
병폐를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시진핑
정권이 추구하는 ‘민생 향상’의 목표에 따라 전산화, 시스템화, 자동화 등 차세대 기술
을 응용한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구한다.

42) 자세한 내용은 中共中央(2014), 国家新型城镇化规划 2014－2020年의 第三章 发展态势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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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 신형도시화 규획 중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내용
부 분

제 목

주요 내용

3장

발전의 형세

·도시화는 질적 향상의 새로운 단계로 진행되어야 함
·교통망 개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신기술 응용 진행 중
·정보화 추진으로 도시 공간 구조 및 형태 최적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

14장

도시의 산업,
취업지원 강화

·도시별 자원환경 수용능력과 비교우위에 따라 특색 있는 산업체계 조성
·전통산업 고도화, 선진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
지 자동차 등 신흥사업 육성

17장

도시계획,
건설수준의
제고

18장

2절

신형도시 건설
추진

정보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특별란 8.
스마트시티
건설 방향

·도시계획의 관리 및 제어에 정보화 기술 활용
·물질자원, 정보자원, 지식자원의 통합적 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응용한 사회융합
실현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정보 기초 인프라 건설 강화
·부처 간, 산업 간,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간 협조를 통한 정보자원의 사회화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정보화, 기초 인프라의 스마트화, 공공서비스의 간편화,
산업발전의 현대화, 사회관리의 정밀화 촉진
·도시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핵심 정보자원의 안전 보장능력 강화
·광대역 기가인터넷의 도시 가정 보급(도시지역: 50Mbps 이상, 대부분의 가정
이 100Mbps 수준 도달, 대도시지역: 일부 1Gbps 도달)
·각 도시의 주요 지점에 무선인터넷망 설치 가속화

계획·관리의
정보화

·도시관리 디지털화, 플랫폼 건설 및 기능 확대, 지리공간 정보 플랫폼 및 건축물
데이터 베이스 건설
·스마트시티 공공정보 플랫폼 건설
·시정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관리의 디지털화 및 정밀화(도시 계획, 국토이용,
도시 내 파이프라인, 산림녹화, 환경보호 등)

기초 인프라의
스마트화

·스마트전력망 발전, 분산식 에너지 접근, 전기사용의 스마트 관리
·스마트 교통 발전
·교통유도, 제어, 배치관리, 응급처리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화
·스마트한 수도(水道)관리 시스템 건설(수도 공급, 수질 관리, 배수, 오수 처리
등)
·도시 지하 공간, 지하 파이프라인의 정보화 관리 및 제어 관리의 스마트화
·건축 시설, 건축 장비, 건설 에너지 절약, 안전 등의 문제에 관해 스마트화된
관리 제어 실현

산업 발전의
현대화

·전통산업의 정보화 가속화
·제조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등 변환
·전자상거래 및 물류 정보화 추진으로 새로운 업종, 새로운 산업 생성

공공 서비스의
간편화

·부처 간, 지역간 업무 협조체계 수립을 통한 공공 정보서비스 체계 건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교육, 취업, 사회보험, 양로, 의료, 문화의 서비스
모형 구축 및 발전

사회 관리의
정밀화

·사회 관리 분야(시장감독, 환경관측, 신용서비스, 응급서비스, 치안, 공공안전
등)에서 정보 응용 심화, 관련 정보서비스 체계 완성, 새로운 사회 관리 방식
생성

자료: 中共中央(2014), 国家新型城镇化规划 2014－2020年 참고하여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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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진
(1) 주요 IT 기업을 활용한 대도시권 스마트시티 고도화
현재 스마트시티의 추진과 관련해 중국 각 지방정부와 주요 IT기업(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과의 광범위한 협약체결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스마트
시티 관련 규획을 실현하고 있다43). 중국 주요 대도시권 스마트시티는 대형 IT 기술
기업들이 주요 거점에 자신만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향후 타 도시 진출을 시도하
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중국 스마트시티는 하나의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단일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공존하는 스마트시티로 건설될 것이다44).
먼저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주로 5G 기술 기반의 교통망,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 의료 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난징, 정저우 등의 대도시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45).
2015년까지 화웨이는 세계 20개국, 60여개 도시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했으며46), 현재 화웨이 지능형 도시 솔루션은 40개 이상의 국가,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7). 2016년 7월에는 “신 ICT, 도시를 더 스
마트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화웨이 스마트시티 생태계 행동 계획 발표회에서 ‘1클라우
드, 2네트워크, 3플랫폼’의 스마트시티 해결방안에 관한 전체 구조도를 발표했다48).

43) 2014년 1월 차이나유니콤 허난성 본부(河南联通)는 허난성 산하 18개 시와 스마트시티 합작 협의에 서명하였
음. 이외에 많은 도시들이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RFID世界网
(2014.01.13.), 河南联通与18个省辖市政府签订“智慧城市”合作协议)
44) 상하이시 정부는 2015년 4월 13일 텐센트와 “인터넷+”스마트시티 공동 건설, 2018년 8월 16일 알리바바,
2018년 11월 27일 바이두와 전략 합작 협약을 맺었음(第一财经(2015.04.13.), 上海市政府与腾讯签署战略
协议 共建"互联网+"智慧城市; 百度(2018.11.27.), 侬好，上海！百度与上海市政府签订战略合作协议，打
造新智能城市; 环球网(2019.11.22.), 腾讯与深圳智慧城市集团达成战略合作，助力深圳智慧城市建设)
45) 조선일보(2015.11.16.), [현장 포커스] 中 화웨이 '스마트 시티' 지배자를 꿈꾸다
포춘 코리아(2020.04.29.), [포춘US]도시를 다시 생각하다③ | 모든 것을 감시하는 도시 '선전’
데일리 비전(2020.08.26.), 스마트시티로 ‘야심’ 드러낸 中 화웨이
46)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IoT 오픈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분야 서비스 사례집, p,89
47) 연합뉴스(2019.11.21.), [PRNewswire] 화웨이의 Horizon Digital Platform, 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도시 건설
48) 中国通信网(2016.07.19.), 华为发布智慧城市解决方案整体架构:一云二网三平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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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 구조도

자료: 저자작성

또한 2020년 8월 화웨이는 베이징시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블록체
인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국 내에서 시 정부가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최초이다. 이 시스템은 베이징 시민들의
의료기록, 부동산 등록, 실시간 주차 정보 등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하고 이것을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여 베이징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구
축하기 위해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49).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권에서 무인운
전 시스템 시범 구축 프로그램 등 스마트 교통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2020년
4월, 바이두는 자사의 자율주행 플랫폼 프로젝트인 ‘Apollo’의 스마트교통 백서를 발
표했다. 여기에서 이들은 전국 각지의 ‘신 기초인프라(5G 통신망, 스마트 교통망 등)’
건설의 배경 하에서 ‘ACE(Autonomous Driving, Connected Road, Efficient Mobility)
교통엔진(ACE 交通引擎)’을 밝혔다50).

49) 데일리 비전(2020.08.26.), 스마트시티로 ‘야심’ 드러낸 中 화웨이
50) 百度(2020), 百度Apollo发布智能交通白皮书, 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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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 주요 대도시권의 스마트시티 관련 규획(또는 계획)과 진출기업
분류

도시

베이징
베이징
-톈진
대도
시권

톈진

시기

항저우

진출기업 및 주요기술
스마트시티 건설

·스마트 베이징 행동 강요
및 구축 시작

2016년

·제13차 5개년 시기 정보화발전규획52)을 발표해
2020년까지 인터넷 창업혁신센터, 정보화·공업
화 융합 혁신센터, 벡데이터 종합 시범구, 스마트 ·화웨이(블록체인 기반 스마
시티 건설 시범구 건설 및 베이징 통저우 행정부중 트시티 조성)
심을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시범구로 만들 것을 ·바이두(자율주행택시서비
스)
목표로 함

2018년

·다싱구(區) 신형 스마트시티 총체규획 발표53)

2020년
2월

·북두위성시스템을 활용한 혁신 및 산업발전 촉진
실시방안(2020~2022년) 발표54)

2015년
6월

·스마트시티건설 추진 행동계획 발표55)

2016년
11월

2016년
9월
2020년
2월
2015년
5월
2017년
7월

·차이나모바일(5G와 스마
트시티, 스마트교통, 스마
·제13차 5개년시기 톈진시 스마트시티 건설 규획
트제조 융합 추진)
발표56)
·선저우디지털홀딩스(빅데
이터 산업단지 건설)
·톈진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행동계획 발표57)

·상하이시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제13차 5개년 규획 ·알리바바(인터넷상거래, 핀
발표58)
테크)
·텐센트(인터넷 플랫폼 기반
59)
·스마트시티 건설의 진보를 위한 의견 발표
IT 전반)
·저장성 스마트시티 표준화 건설 5년 행동계획
(2015~2019년) 발표60)
·알리바바(인공지능,
크, 시티브레인)
·항저우 스마트시티 발전계획 발표61)

핀테

2014년
9월

·스마트장쑤 건설 추진 실시의견 발표62)

2017년
2월

·제13차 5개년 스마트장쑤 발전규획 발표63)

2017년
2월

·제13차 5개년 스마트난징 발전규획 발표64)

2018년
9월

·스마트장쑤 건설 3년 행동계획(2018~2020년) 발
표65)

닝보

2016년
11월

·닝보시 스마트시티 발전 제13기 5개년 규획 발
표66)

·차이나모바일(5G, 디지털
정부, 의료, 스마트 물류
등 산업 협력)

선전

2018년
8월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총체방안 발표67)

·화웨이(클라우딩, 인공지
능, 빅데이터)
·텐센트(넷시티 건설)

상하이
대도
시권
난징

홍콩선전
대도
시권

발표51),

2012년
3월

2018년
1월

상하이

규획내용

·화웨이(인공지능, 인공지능
창업혁신센터 설치)
·알리바바(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교육 등,
알리 클라우드 창업혁신센
터)

자료: 각주에 밝힌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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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의 경우,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에서 2017년과 2019년 두 단계에 걸쳐서 시
티브레인(城市大腦)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항저우를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로 자
리매김하게 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도시 교통체증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알리
바바가 주최하는 IT컨퍼런스 행사인 ‘항저우 윈치대회(杭州雲栖大會)에서 스마트시
티 발전 전략의 하나로 시티브레인 1.0을 발표했다. 이 후에는 교통 분야 외에 도시치
안, 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9년 ‘항저우 윈치대회’에서 항저우 시티브레인 2.0 계획을 발표했다68).
마지막으로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웨이신)을 기반으로
교통, 치안, 의료, 교육,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챗(웨이
신)은 중국인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온라인 결제, 각종 행정민원 업무
처리 등 많은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텐센트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 생활과 연관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51) 北京市人民政府(2012), 智慧北京行动纲要
52) 北京市人民政府(2016), 北京市“十三五”时期信息化发展规划
53) 北京市大兴区人民政府(2018), 大兴区新型智慧城市总体规划
54) 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2020), 北京市关于促进北斗技术创新和产业发展的实施方案(2020年—2022年)
55) 天津市人民政府(2015), 市工业和信息化委拟定的天津市推进智慧城市建设行动计划（2015—2017年）
56) 天津市人民政府(2016), 天津市智慧城市建设“十三五”规划
57) 天津市人民政府(2018), 天津市智慧城市专项行动计划
58) 上海市人民政府(2016), 上海市推进智慧城市建设“十三五”规划
59) 上海市人民政府(2020), 2020年上海市关于进一步加快智慧城市建设的若干意见
60) 浙江省信息化工作领导小组办公室 等(2015), 浙江省智慧城市标准化建设五年行动计划（2015年—2019年）
61) 杭州市人民政府(2017), 数字杭州”（“新型智慧杭州”一期）发展规划
62) 江苏省人民政府(2014), 江苏省政府关于推进智慧江苏建设的实施意见
63) 江苏省人民政府(2017), “十三五”智慧江苏建设发展规划
64) 南京市人民政府(2017), “十三五”智慧南京发展规划
65) 江苏省人民政府(2018), 智慧江苏建设三年行动计划（2018－2020年）
66) 宁波市人民政府(2016), 宁波市智慧城市发展“十三五”规划
67) 深圳市人民政府(2018), 新型智慧城市建设总体方案
68) KOTRA(2020.01.03.), 中 항저우 시티브레인 2.0시대, 의료와 치안 서비스로 확대,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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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텐센트는 자신들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인 ‘WeCity’의 기술 플랫폼을 5G, 빅데
이터, 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과 결합하여 더욱 더 강화시키고, 스마트시티 관리
분야에서는 ‘미래 지역사회(未来社区)’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거주민들에게 편의를 제
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도시 관리자, 상가들에 대해 표준화되고 맞춤형의 상품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69).

(2) 지방도시의 5G 상용화로 스마트시티 건설 기반 마련
현재 중국의 5G 네트워크 상용화는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광범위한
5G의 보급으로 지방 도시들의 5G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70). 아래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방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주요 통신 기업들과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5G는 망 건설 과정에서 기지국 건설, 전력 공급,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공장 개조, 각종 시스템 개선,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고도화를
이끌어낸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2025년까지 5G 망 건설 관련 누적 투자액이 1조
2천억 위안(약 200조원),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면 3조 5천억 위안(약 600조원)을 초
과하며, 해당 기술에 의해 300만개 이상의 직접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추산한다. 또
한 5G의 상용화가 단말기, 설비, 가전・가구 등과 같은 소비상품 및 전자상거래, 온라
인 교육, 게임 부문 등에서 8조 위안(약 1,349조원) 이상의 신규소비를 이끌어 낼 것
이라 추산한다71).
이와 같은 전략은 최근 중국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쌍순환’ 국가전략과 부합하는
것으로 5G 상용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최근 포화상태에 다다른 SOC 투자
(도로, 철도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북3성
69) 新华网(2020.07.16.), 腾讯发力数字政府和智慧城市建设
70) 2020년 5월 중국 신화망의 뉴스에 따르면, 설치된 5G 기지국이 20만개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전국에 25만개
의 기지국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힘
신화망(2020.05.18.), 중국 5G 기지국 20만개 이상 개통
71) 新华网(2021.04.22.), 中国信通院发布系列报告—— 5G发展正当其时 网络建设应适度超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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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아직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획이나 계획이 미비하고 현재는
5G 기지국 설치 및 보급을 목표로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 해당 지역은 인공
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의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랴오닝성의 경우, 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총체규획(2016~2020)을 가
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 국제 교류나 협력 등의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특정구역을
설정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초 인프라 개선 및 스마
트화를 추구한다. 단둥시 또한 2017년 11월 스마트 단둥 건설 실시방안(2017~2020)
을 발표하고 2019년 5월 스마트시티 건설 영도소조를 설치하여, 이 전보다 비교적 큰
권한을 가지고 스마트시티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정보망 및 클라우드 컴
퓨팅 기초 인프라 건설, 도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일반적인 내용을 상정하고 있으
나, 변경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화 된 공공안전 체계의 건설을 강조했다.
지린성은 창춘과 옌벤에서 별도로 관련 실시의견과 규획을 가지고 있다. 창춘시는
2020년 연말까지 5G 기지국을 4,500개 이상, 2021년까지 8,000개 이상을 건설하여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현청 소재지 지역까지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이룽장성은 2019년 6월 디지털 헤이룽장 발전규획(2019~2025년)을 발표했다.
해당 규획은 정보기술 및 스마트시티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규획의 주요 임무
중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건설이 언급되었으며, 각종 정보기술들이 스마트시티 분야에
서 응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7월 알리바바는 헤이룽장성 정부
와 전략협약 체결을 통해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내수확대, 전자 정부 등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72).

72) KOTRA(2019.08.13.), 중국 알리바바, 헤이룽장성과 농업 스마트화 추진 관련 전략적 협약 체결,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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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 지방도시와 기업들 간의 5G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협약 내용
일 자

도 시

기 업

내 용

2020년
12월 1일

윈난성
위시

하이얼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협약을 체결하여, 5G+스마트 가정 건설
추진73)

2020년
11월 21일

후베이성
우한

화웨이

5G,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우한
클라우드”건설. 스마트시티의 클라우드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74)

2020년
11월 5일

허난성
신양

차이나유니콤
(허난)

5G+ 클라우드 재해 대비 데이터센터 건설75)

2020년
10월 27일

장시성
지우장

차이나유니콤
(장시)

“스마트 지우장”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기초로, 5G 응용 추진76)

2020년
10월 15일

간쑤성
란저우

차이나모바일
(란저우)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초인프라
건설77)

2020년
9월 16일

섬서성
셴양

차이나유니콤
(섬서)

전반적인 5G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78)

2020년
7월 9일

후베이성
샤오간

차이나모바일
(후베이)

5G 통신망, 5G 산업발전, 5G 응용 등 스마트시티 건설79)

2020년
7월 9일

안후이성
화이베이

차이나모바일
(안후이)

스마트시티 건설, 5G 신형 기초인프라 건설 및 상용화80)

2020년
7월 4일

톈진

차이나모바일
(톈진)

인터넷 기반시설 건설, 전략적 신흥산업 체계 육성, 스마트항구
건설 등81)

2020년
6월 25일

저장성
타이저우

차이나모바일
(저장)

차세대 통신 기초인프라 건설, 5G+스마트시티 등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업82)

2020년
1월 3일

간쑤성
롱난

차이나모바일
(간쑤)

스마트시티 건설, 빅데이터 응용, 빅데이터 산업발전83)

자료: 각주에 밝힌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73) 潇湘晨报(2020.12.03.), 助力玉溪智慧城市建设 玉溪移动与海尔智家签订战略合作协议
74) 市商网(2020.11.22.), 武汉联合华为全力构建“武汉云”
75) 信阳日报(2020.11.06.), 加快推进5G新基建 打造高水平智慧城市
76) 华夏经纬网(2020.10.30.), 市政府与江西联通签订5G智慧城市+数字经济发展战略合作协议
77) 兰州新闻网(2020.10.15.), 我市积极建设5G赋能“智慧城市”
78) IT专家网(2020.09.16.), 陕西联通与咸阳政府签署战略合作协议，助力咸阳打造5G新型智慧城市
79) 荆楚网(2020.07.09.), 湖北移动与孝感市政府签订战略合作协议 共建5G+智慧城市
80) 金台资讯(2020.07.09.), 淮北市政府与安徽移动签署5G 智慧城市战略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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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 스마트시티 관련 동북 3성 규획
분 류

도 시

시 기

규획내용

선양

2015년
12월

·랴오닝성 단위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미비하나, 선양시 차원에서 ‘선양
시 스마트시티 총체규획(2016~2020년)84)이 발표되었음

2017년
11월

·스마트 단둥 건설 실시방안(2017~2020년)85) 발표

랴오닝성
단둥

2019년 5월 ·2019년 5월, 스마트시티 건설 영도소조86) 설치
2015년 6월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시의견87) 발표
창춘

2020년
10월

·5G 통신네트워크 건설 가속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88)

2014년

·연변주 4G 인터넷망 건설에 관한 문건89)에서 인터넷망 건설의 목표
에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응용을 언급함

2016년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90)시, 스마트시티 건설, 스마트 물류, 스마트
여행업의 발전에 대해 밝혔음

2016년
10월

·연길시 도시 총체 규획91)에서 스마트시티 구체적으로 언급

2019년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시행92)

지린성
옌벤

헤이룽장성

하얼빈

2019년 6월 ·디지털 헤이룽장 발전규획(2019~2025년)93) 발표

자료: 각주에 밝힌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81) 潇湘晨报(2020.07.04.), 确保5G正式商用 共推智慧城市建设 市委网信办与天津移动签署战略合作框架协议
82) 澎湃新闻(2020.06.25.), 建设5G+智慧城市丨市政府与中国移动浙江公司签订5G战略合作协议
83) 同花顺财经(2020.01.03.), 陇南市政府与甘肃移动签署“5G+智慧城市”战略合作协议
84) 沈阳市人民政府(2015), 沈阳市智慧城市总体规划(2016-2020年)
85) 丹东市人民政府(2017), 智慧丹东建设实施方案（2017-2020年）
86) 丹东市人民政府(2019), 关于成立丹东市智慧城市建设领导小组的通知
87) 吉林省人民政府(2015), 关于印发吉林省促进智慧城市健康发展的实施意见的通知
88) 长春市人民政府(2020), 关于加快推进5G通信网络建设的实施意见
89) 延边州人民政府(2014), 关于加快延边TD-LTE(4G)网络建设的通知
90)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2016),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91) 延吉市人民政府(2016), 延吉市城市总体规划(2009年-2030年)
92) 延边州招商引资领导小组办公室(2019), 关于继续开展2018新型智慧城市建设市民评价的通知
93) 黑龙江省人民政府(2019), “数字龙江”发展规划（2019—202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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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실크로드에 의한 중국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1) 연선국가와의 정보통신기술 협력으로 기술표준 확대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路)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중 하나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정보 전송
과 관련한 기술 표준을 마련하며, 기술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다94). 2016년 12월 7일 제1회 디지털 일대일로 국제과학계획회의(数字一带一路国际科
学计划会议)에서 ‘디지털 일대일로 과학계획(DBAR: Digital Belt and Road Program)’이
통과, 발표되었으며, 10년 간 세 단계에 걸쳐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95).
디지털 실크로드는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양자컴
퓨터,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7개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협력방안을 다룬다. 이
것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 뿐만 아니라 국제 영향력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경제규모 상 세계 2위에 오른 중국이 국제질서에서 책임을 다하
고 세계 경제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을 통한 경제구조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제의 육성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중국 중
소기업들의 국제 진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목적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디지털 실크
로드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요 기술별 협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94) 차정미(2020),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중화 디지털 블록(China-centered Digital Bloc)’
과 ‘디지털 위계(Digital Hierarchy)’의 부상, 현대중국학회, 제21권 제4호, 77-82.
人民网(2015.12.17.), “数字丝路”为全球发展带来“中国机会”
95) 科学网(2016.12.7.), 中国发起国际计划 基于空间观测科学认知一带一路 《数字一带一路科学规划》发布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6.12.09.), 일대일로, 디지털 일대일로 과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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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 디지털 실크로드의 주요 기술별 협력 내용
주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추진 배경

협력방식

·정부 간 교류로 정보 기초
·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 인프라 구축
의 정보화 발전 정도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클라
가 달라, 클라우드 컴 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
퓨팅 산업 발전이 불 ·클라우드 컴퓨팅 협회 조직
균형 상태임
을 통한 표준제정 및 협력
촉진

협력분야

·기술협력
·인적교류
·표준화
·응용분야 육성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국가)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
·정보 기초인프라 건설
데이터 운영, 관리, 상용
의 정보화 수준이 상
·정부 간 협력 및 교류
화 효율성 제고
이해 국가별 고려 사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화 수준이 낮은 국가)
항이 다름
수직적 응용
정보 기초인프라 건설

주요
협력국가

중국, 인도,
싱가폴 등
13개 국96)

중국, 러시아,
싱가폴,
몽골,
베트남, 태국
등 17개
국97)
중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98)

IoT

·연선국가 간 IoT 생태계
·연선국가들의 관련 산 건설
업의 기초 부족 및 표 ·기술 표준 제정, 인재육성,
준화 업무 낙후
산업 협력을 통한 연선 국
가 정보화 수준 제고

·기술 협력
·인력 교류
·표준화
·스마트 공업
·스마트 교통
·스마트 보안

이동통신

·타 분야에 비해 좋은
·정보통신 기초인프라 건설
조건
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중유럽, 동유럽은 성숙
지원
된 시장을 갖춤
·발전된 국가들의 기술 경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공유
는 발전 잠재력 높음

·기술 협력
구글,
·인력 교류
페이스북,
·표준화
트위터,
·기초인프라 건설 지원
텐센트,
·핀테크, 온라인 교통,
바이두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무
기업 및
역 발전
70여 개국99)

96) 2017년 6월 중국전자학회 주관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일대일로” 국제 합작 포럼’ 참가국은 다음 13개 국과
같음. 중국, 인도, 싱가폴,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호주,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
아, 방글라데시 (출처: IT168资讯(2017.06.21.), 云计算大数据“一带一路”国际合作论坛在京举行)
97) 2018년 7월(제1회), 2019년 5월(제2회)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주변국가 빅데이터 경찰업무 국제교류
협력 포럼’을 개최함. 중국, 러시아, 싱가폴, 몽골, 태국, 타지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
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 국, 3개 국제기구 참여
98) 2015년부터 매년 베이징에서 ‘세계 사물인터넷 대회(WIOTC)’ 개최하고 있음. 국제 본부는 베이징에 설치하였으
며, 대륙별로 본부를 설치하였음. (출처: 物物地图钟先生(2019.11.12.), 2019世界物联网大会; 세계 사물인터
넷 대회 홈페이지: http://www.wiotc.org/)
99) 중국은 2009년부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대회(GMIC)’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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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

양자컴퓨터

추진 배경

협력방식

협력분야

·양자 칩, 양자 제어, 양자
알고리즘, 양자 프로그래
·발전 잠재력은 크나, 밍 등 공동 연구
·기술 연구 및 교류
아직 발전 초기 단계 ·연구소, 대학 간 교류 및 공
·인재 양성
의 기술
동 인력 양성
·연선국가와의 공동 연구기
금 설립

주요
협력국가

불명100)

인공지능

·국제 교류를 통한 연구 및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교류
국가 경제에서의 파급
·인공지능 해외 인재 프로젝 ·기술협력
효과가 큼
중국, 프랑스,
트 기금 설립(제안)
·인적교류
·중국이 기술, 인력 부
싱가폴
·금융기관, 기업투자, 벤처 ·연합 조직을 통한 프로
분에서 강점이 있으므
등101)
투자와 연계하여 인공지 젝트 기금 마련
로, 중요한 역할을 해
능 관련 프로젝트 기금 설
야 함
립

나노기술

·나노 전자부품 및 의약 영
역에서의 연구개발 추진
·대부분의 연선 개발도
및 연구·실험 협력
상국은 연구 투자가
·연구 성과 및 시장의 공유
이루어지지 못함
·연선국가들과 연합으로 프
로젝트 기금 설립

·연구 및 실험 협력
·시장 공유
·인재양성
·기술 프로젝트 기금 설
립

불명102)

자료: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2017), 数字丝绸之路：“一带一路”数字经济的机遇与挑战 및 각주에 밝힌 자료
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음. 주요 참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영국 등이 있음(출처: 科学网(2019.04.17.), 2019全球移
动互联网大会（GMIC）将于7月在广州举行); GMIC 홈페이지: http://www.gmic.cn/)
100) 2019년 양자컴퓨터 및 양자통신 국제 심포지엄(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을 개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고, 2021년 하이난성 싼야에서 개최 예정.현재 양자컴퓨터 기술에 대한 부분은 국제적 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01) 2018년 중국-프랑스 간 인공지능(AI) 연맹을 설립함, 여기에는 중국과 프랑스의 명문대학들이 참여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출처: 新华网(2018.01.19.), 法中顶尖高校建立“人工智能联
盟”推动国际合作), 2019년 중국 산둥대학과 싱가폴 난양이공대학이 함께 인공지능 국제연합 연구원을 설립하였
으며, 이 연구원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명문대학과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힘. (출처: 中国
新闻网(2019.07.05.), 中新高校合作共建人工智能国际联合研究院)
102) 지역적으로 학술대회 등이 열리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나 두드러지는 국제
협력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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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스마트인프라 건설을 통한 국제영향력 확대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에 있어서 연선 국가들을 잇는 결절점에 스마트시티를 건
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03).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중요
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합작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104). 다만 스
마트시티 건설에 있어서 국가별로 기초인프라 수준이 큰 차이를 보여 협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며, 연선 국가들 내에서의 테러에 의한 위험성, 정치적 변동 위험
성, 법적 위험성 등이 상존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스마트인프라 건설 진출에 있어서 주요 기업 중 화웨이가 제일 적극적이다.
2015년 화웨이는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 반둥시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의 교통 및 도
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5G 통신망
을 지원하고, 파키스탄에서는 광케이블망을 건설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105).
2019년 11월에는 바르셀로나와 수평적 디지털 플랫폼, 지능형 운영센터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7월 사우디의 투자회사인 바틱은 화웨이와의 계
약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너지, 교통, 주차장, 조명,
폐기물 등)를 착수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중에는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의 통신시설
및 스마트인프라 건설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지역으로
인구나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몽골, 네팔, 부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스탄 등의 국가와 인접하고 있는 신장자치구, 시짱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보다 경제성
이 높다.

103)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2017), 数字丝绸之路：“一带一路”数字经济的机遇与挑战
104) ‘일대일로와 스마트시티 융합발전 포럼’, ‘일대일로 스마트시티 산업발전 포럼’ 등과 같은 행사와 2016년 설립
된 UN 해상-육상 실크로드 도시연맹(Maritime-Continental Silk Road Cities Alliance)의 스마트시티 및
신흥산업 위원회 등의 조직이 존재함
105) 아주경제(2019.10.21.), "中, 일대일로에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美와 경쟁 치열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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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 중국 접경지역의 통신시설 및 스마트인프라 건설 협력 현황
주요
국가

문서명

발표
시기

주요내용

·윈난성 내 기초 정보인프라 건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빅테이터 서비스 플랫폼 선점
정보 소비의 확대와 발전
2018.3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간 초국경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건설
및 내수잠재력 확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정보통신설비, IoT 센서설비,
실시방안106)
베이더우 항법시스템설비, 첨단제조업 시설 건설

윈난성-동
남아시아

윈난성 신시대 대외개방
확대 및 심화 정책
요점107)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에너지·교통·통신·물류 허브
건설 추진
·동남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기술교류협력 확대
2019.3 ·원격의료, 인터넷교육, 인터넷문화에서 초국경 플랫폼 발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통신기업의 국제업무 확대
·베트남 간 국제통신선로 건설 추진
·중국-미얀마, 중국-라오스 간 광케이블 용량 확대

디지털 윈난 정보통신
2019.1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국제통신허브화. 네트워크망 최적화
기초인프라 건설 3년
2
·베트남 지역 광케이블 증설, 국제 업무 확대
행동계획 (2019-2021)

광시좡족자
치구-동
남아시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급 중대규획에 포함109)
·동남아 10개국(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참여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보항구 건설 2014.9 ·기초인프라 플랫폼, 기술협력 플랫폼, 정보공유 플랫폼, 인문교
류 플랫폼, 경제무역서비스 플랫폼 건설
계획108)
·전담회사(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 설립
중국-동남아시아
·기존 5개 플랫폼의 구체적 실시방안 발표(총 62개 조항) 및
국가연합 정보항구건설 2019.6
담당부서 배분
110)
실시방안

자료: 각주에 밝힌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6) 云南省人民政府办公厅(2018),
云南省进一步扩大和升级信息消费持续释放内需潜力实施方案的通知http://www.yn.gov.cn/zwgk/zcwj
/zxwj/201802/t20180228_143150.html
107) 云南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9), 云南省新时代扩大和深化对外开放政策要点
108) 제1회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터넷 공간 포럼에서 발표됨
109) 13.5 규획,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강요, 국가 13.5 정보통신업 발전강요 등 중국의 국가급 중대 규획에 포함
(출처: China-Asean Information Harbor 홈페이지 http://www.caih.com/subpage_141.html)
110)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2019),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中国—东盟信息港建设
实施方案（2019—2021年）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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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조성사업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ASCN 조성사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ASCN
은 초기 개발도상국, 특히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이행기 경제에서 스마트시티
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종적 관계로만 운영되던 기존 아세안 통합기구가 횡적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ASCN은 i) 스마트 인프라 적용, ii)
역외 파트너십 강화를 활용한 재원조달이라는 2개의 전략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포함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셋째, ASCN은 ‘국가 간 합의’를 중시하던
종래 합의 방식을 벗어나 일정한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제
해결 및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도시 간 연계’의 틀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스마
트시티 네트워크(ASCN) 조성사업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국토 인프라 개발을 통한 북한의 4차산업 준비 가능성
빠른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북한에게 아세안 내 후발가입국이자 시장경제로 체제이행
중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ASCN 참여와 스마트시티 개발 전
략은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세안의 많은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 산업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ASCN 추진과제에서 드러나는 개도국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북한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ASCN의 추진과제에서 드러나는 스마트 인프라 활용 수준 및 개발 방식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수준 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행경제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개발보다는 ASCN을 통한 공동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ASCN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부족한 기술과 막대한 소요 재원을
조달하는 전략을 택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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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N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북한
의 스마트시티 개발이 초기에는 역내 국가 양자・다자 간, 혹은 정부와 민간의 개발협력
을 기초로 추진되다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지방정부나 민간주도의 스마트시티
개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북한 개발 시 역내 외 국가 간 파트너쉽 활용
ASCN 사례에서 볼 때, 스마트시티 개발은 G2G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첨단기술
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장
기적 관점에서 역내 외 많은 국가와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ASCN의 트위닝 프로그
램(Twinning Program)과 같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추진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역내 특정국의 일방적인 주도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될 수도 있다.
또한 ASCN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감시・평가시스템 도입과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북한의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용 가능하다. 아세안은 의장
국(ASCN 연차회의 의장 겸임)이 매년 교체됨에 따라 ASCN 개발 동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ASCN과 같은 협력 네트워크 내
주도 기관의 국가나 책임자를 상설화하거나 임기제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아세안과 달리 동북아 역내에는 기술
력과 자본력을 구비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ASCN을 입안・선도하는 싱가포르의 역할을 넘어 북한의 스
마트시티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최신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북한 스마트시티 개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기술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남북경협기금을 포함한
공적개발금융의 확충 및 적극적 운영도 필요하다.

제4장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사례와 시사점 ･ 129

2)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시사점
중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주로 내수확대의 측면에
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i) 도시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농촌(현급)의 도시성장유발을
통한 도시화 문제 해결, ii)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산업 활성화, iii) 최신 통신기술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와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신 실크로드 전략인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路)를 추진하
면서 7개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나 중소기업 해외진출확대 뿐 아니라 국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다. 이와 같은 중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토인프라분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인프라 기반 남북협력 가능성
중국정부는 스마트 인프라를 주요 연선국가의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매체로 삼고 협
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주요 접경지역 및 연선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IT 기술
협력은 현재 북한이 인공지능 특히 안면인식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업
무룰 수행하고 있는 북한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주로 이미지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비디오 보안 감시체계, 차 번호 식별 등의 지능교통 검측체계, 지문인
식체계 등의 소프트웨어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11). 이와 같은 이미지 인식 기술
의 아웃소싱 외에 북한의 원격의료, 원격교육 추진은 현재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의

111) 곽인옥(2020.8.24), 북한의 IT 기업의 기술수준 현황과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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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중국의 5G 기술을 필두로 한 북한 스마트 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윈난이나 광시 등 접경
지역에서 주변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및 기술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거나 경제제재를 벗어나려는 시점에 동북3성 주변 접경지
역을 기점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활용한 북한과의 인프라 연계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스마트 인프라 활용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현재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수준과 특성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은 경제성장의 주요 도구로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산업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경제성
장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국가급 전략인 신형 도시화 계획과 도시군 계획이 맞물린 스마트시티
건설을 중진국 함정을 피하려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군에서는
4대 IT기업(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의 고도화 작
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규모급 도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내수확대와 도농격차 감소
를 위해 활용되어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5G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해 스마트시티 건설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인프라 및 주택에 대한 대규모 수요,
직업 다양화 및 소득 증대, 소비 증대로 내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건설이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지역별 경제수준
에 따라 예견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차별성을 두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건설은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며, 평양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권과 읍도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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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과제

본 장에서는 북한 국토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각 분야
의 단계별 목표 및 협력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남북협력의 테스트베드로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대와 개성공단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원산시 일대와 개성공단에 대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실천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1. 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1) 북한 국토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시 고려사항
앞서 해외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인프라 건설은 국가의 경제 수준별로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건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단계별로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 본 디지털화・스마트화된 국토 인프라의
성격과 아세안 국가 및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 사례를 종합했을 때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건설 추진 시 첫째, 경제발전 단계, 둘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셋째, 재원조달 및
투자수익확보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일반적인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야한다. 아세안 국가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은 생산요소 투입 → 대규모 자본투자 → 혁신창조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노동을 대량 투입하는 요소투입형(단순가공형)
성장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주
도형(추격형) 성장에 의해 중진국 수준까지 도달한다. 이후 선진국 경제로 발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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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자체의 기술혁신 역량에 입각한 재화와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성장이
필요하다1).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도시화 진행은 주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의해 나타난
다. 이 때 초기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수출사업을 먼저 발전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기
술집약적인 산업 육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전모델이다2). 북한도 대규모 인프라 조성
사업을 포함한 자본 투입 이전에 저가의 노동이 대량 투입되는 시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
다.
표 5-1 |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북한 스마트인프라의 발전 단계

경제
발전단계

스마트인프라
발전단계

1단 계

2단 계

3단 계

유형

요소투입형 성장

투자주도형 성장

혁신창조형 성장

생산방식

노동집약적 생산

자본투입형 생산

고부가가치 창출형 생산

성장전략

노동집약형 산업에
노동 대량 투입

중화학 공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

자체 기술혁신 역량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유형

인프라 투자형

인프라 투자·솔루션 병행

솔루션 형

특징

개발협력 사업의 스마트화

국가중점사업의 스마트화

도시 문제의 스마트 솔루션
제시

성장전략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개발 병행

산업클러스터 등 국가
중점사업과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자료: 강정모(2016), p.263; 이범현(2019), p.151 참고해 저자작성

일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단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 따르면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하는
1단계에는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이후 자본투입형
생산단계에서는 산업클러스터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국가중점사업에 대한 인프
라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
자체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스마트 솔루션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보급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화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한다. 아프리카 스마트시티
1) 강정모(2016), 홍익국부론, 율곡출판사, p.263
2) 김석진(2020),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3월호,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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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례를 볼 때 북한 스마트시티 구축이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간적 소외(스마트시티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 간의 불평등)와 기술적 소외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디지털 인터페이스 습득에 실패한 계층 등장)로 인한 소외 계층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정체성이 기존의 사회문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재원조달 과정에
서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의 민간분야 참여 및 외주화로 인해 공공 서비스가 상품화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부문부터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하여 거주자들의 기본권을 보
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터페이스 관련 능력의 보편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효
과적인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 세부
적으로는 북한 스마트시티 조성 시 인간개발지수(HDI)와 관련된 지표(안전・보안, 식량,
주거 등)와 관련된 사업의 보충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사례에서 보면 사회포용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스마트화를 통한 인간개발지수(HDI) 보충 방안이 제안된다3).
셋째, 재원조달 및 투자수익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 시기를 결정해야한
다. 아프리카 스마트시티 추진 사례를 볼 때, 북한 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무분별
하게 추진될 경우 정보처리 비용 등 스마트시티 운영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것은 전체 지역 예산의 경색화로 이어질 수 있다4).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의 경제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각 사업 별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섬세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 운영의 제도를 마련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5).
3) Emana Nsikan-George(2020.11.12.) Smart City: Is Africa Ready? Echoes from Africa Urban Slums
https://www.urbanet.info/smart-city-is-africa-ready-echoes-from-african-urban-slums/
4) Emana Nsikan-George(2020.11.12.) Smart City: Is Africa Ready? Echoes from Africa Urban Slums
https://www.urbanet.info/smart-city-is-africa-ready-echoes-from-african-urban-slums/
5) 하나의 예시로 도시형 경제개발구 운영을 제안할 수 있음. 도시형 경제개발구를 통해 경제특구의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이 북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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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가능성
본 장에서는 북한이 베트남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할 때 스마트인프라 기
반 국토 조성은 어떤 분야와 사업들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i) 북한
이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전략, ii) 북한이 국가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2019년
UN에 제출한 북한 SDGs 발표자료, iii) 아세안 저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으로 분류되는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스마
트시티 주요 협력분야, iv) 일반적인 스마트시티에서 포함하는 주요 분야 및 사업 내용
을 조사하여 북한 국토의 스마트인프라 개발 가능성을 조사했다.

(1) 북한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의 주요 분야 및 세부목표
김정은은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2016.5.6.) 향후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했다6). 해당 전략은
작성 시점이 유엔 제재가 시작되는 2016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재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산업정책, 기업경영정책, 대외경제정책 등 부문별 경제정책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7). 산업정책의 경우, 원료・자재・설비 뿐 아니라
중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민생활 향
상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 육성 강화를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의 경우, 해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국 각지에 다양한
성격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경영정책의 경우,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으로 불리는 기업경영 자율성 강화방안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노렸다8).

6) 통일부 북한정부포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38
7) 자세한 내용은 임강택 외(2018),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pp.67~85 참고
8) 예를 들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세우며, 생산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합영·합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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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략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국토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주요 목표는 크게 6가지
로 볼 수 있고, 각 목표별 관련 분야 및 분야별 세부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첫째, 에너지망 조성 및 절약에서 북한의 에너지 전략은 생산량 증설보다는 에너지
절약 및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연자원 등 기초자원의 효율
적 활용을 강조하고, 친환경 에너지 등 청정기술도입으로 지방의 전력 수요를 자체적
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기간산업 효율성 제고에서 북한은 기초공업부문(금속, 화학, 기계)의 국산화
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철도,
도로) 및 항만・물류 능력의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한다고
밝혔다.
셋째, 대외경제사업 개선의 경우 중국 외 여러 국가와 대외무역을 활성화할 것을 밝
히며 경제개발구 건설, 각 지방별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관광교류 활성화와 같은 세부
목표를 밝혔다.
넷째, 지방산업 육성의 경우, 중앙정부의 경제난으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기능을 지
방정부로 이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식수 확보, 식량 안정성 도모, 주거 문제
해결, 지방 경공업 발전과 같은 문제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효율적 국토자원 활용의 경우, 자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로 재난재
해 방지와 생물 다양성 확보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토지・농지・산림복구사업, 농수산
업 부문의 과학화・집약화・현대화,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이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지식경제강국 도약대 마련은 앞서 설명한 북한의 첨단산업 요구를 반영한
목표로 주로 신산업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첨단기
술개발구 창설, 원격교육망 실현 등이 제시되었다.

부여하며,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생긴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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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의 목표, 관련 분야 및 분야별 목표, 주요 추진 사업
현재
문제점
·수력,
화력발전소
효율감소
·1인당
석탄생산량
감소

목표

에너지망
조성 및
절약

분야

에너지

분야별
목표
전력 생산량
증가

-

석탄 생산량
증가

- 탄광설비투자를 통한 석탄생산량증가

·인민경제부
문별
총생산액 중
공업부문
비중감소

기간산업
효율성
제고

산업클러
스터
(중공업)

- 에너지절약기술적극수용
- 풍력, 조수력, 메탄가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
지 적극 활용

철도운수부문
활성화

-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 적극 개발
- 현대적인 철도통신 및 신호체계 도입
- 철도역, 철길 주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도로운수부문
활성화

- 고속도로, 관광도로개건현대화
- 자동차 운수 부문의 수송 기반 마련
- 현대적 륜전기계 개발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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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사업
개선

금속·
화학공업
주체화 실현

-

금속공업에 필요한 연료, 원료, 자재 국산화
주체철 생산방법 완성
금속공장 개건현대화 및 선진기술도입
석탄가스화로 주체비료 생산체계 확립
탄소하나화학공업으로 화학공업주체화실현

기계공업
개건현대화

- CNC 공작기계 등 기계공업현대화

건설,
건재부문
활성화

- 세멘트, 유리, 마감건재공장 현대화

물류

항만능력
제고

- 무역항하부구조보강
- 여객수송을 위한 현대화된 대중교통수단도입

물류

대외무역
활성화

- 중국 외 여러 국가와 대외무역 활성화
-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외경제활동 확
대
- 서비스 무역과 기술 무역 발전

경제개발구
추진

- 원료 위주 수출에서 가공품 위주 수출 전환
- 각 지방별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 원산금강산, 청수, 경원개발구를 예시로 각 도 경제
개발구개발추진

합영합작확대

- 합영합작기업 확대로 외국선진기술도입
- 합영합작으로 자재, 설비, 자금 충당해 생산액 1.4
배 증가

관광교류강화

- 국제관광지대개발및 록색관광활성화
- 관광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완비

·대외경제비
활성화
·수출총액 중
원료자원수
출비중증가,
기술서비스
무역비중
미미

기존 수력 발전소전력 생산량 증가
수력 발전소 신규 건설
기존 화력 발전소 복구 및 발전설비능력증가
기존 송배선망 개건 보수 및 전력손실감소
국가의 전력관리체계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용

교통

·기간산업
생산능력
감소

주요 추진 사업

산업클러
스터

현재
문제점

·지방산업
(경공업공장,
지방공장,
축산기지,
수산기지)
생산능력
감소

목표

지방산업
육성

·생산능력
감소에 따른
주요소비품
수입

·인구,
지하자원,
농지,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효과적
개발이용
미미

분야

분야별
목표

상하
수도

각 지방 식수
문제 해결

- 1일 물 공급량보장
-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 농도 국가기준 보장

환경

각 지방 식량
문제 해결

- 도시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주거

각 지방 주택,
연료 문제
해결

- 노후건물보수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제로탄소 건축 기술 적극도
입
- 먼지, 가스 배출 농도 국가기준 보장

각 지방
경공업 발전

-

방재

재해방지
현대화

- 제방, 호안 건설, 강바닥 파기, 주변 수림화
- 지리정보체계 기반 국토정보자료기지구축과 자연
재해 방지
- 기상수문해양사업에서 관측 현대화, 자료통신 정보
화, 예보 실시간화

농수
산업

식량부족
문제해결

-

과학기술적 영농도입으로 생산량 증가
전 국가 수역의 수산자원조사 실시
수산업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
목재생산의현대화

채취공업
발전

-

산림복구사업 시행
토지보호사업으로 농지면적 증가
지하자원탐사사업으로 지하자원 매장량 확보
원유자원탐사 시행
채광, 채취공정의 현대화, 대형화

산업클러
스터
(경공업)

효율적
국토자원
활용

·경제총생산
액에서
농수산,임
업부문 감소

환경

·식량부족

·첨단산업
창설, 발전
필요

지식경제
강국
도약대
마련

주요 추진 사업

산업클러
스터

인적역량
강화

량곡 가공기지, 과일 가공기지의 현대화
방직공업 등 경공업 기술 개건 및 현대화
식료, 소비품 생산의 국산화
상업봉사시설의 다양화, 현대화
지방별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운용으로 외화획득

기술집약형,
자원절약형
국가경제로
전환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보건부문, 에너지부
문, 해양과학기술, 수학물리학부문발전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실현

- 첨단기술개발구창설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

- 전 부문, 전 단위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 실시
- 프로그램산업및 정보설비산업발전
- 원격교육망 실현

자료: 유영구, 2020,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경인문화사 참고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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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2년(2018-2019년)간 주요 북한 문헌(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연구, 기술
혁신)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분야별 목표의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3 | 북한 주요 문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관련 분야별 목표, 세부사업
목표

분야

분야별
목표

세부 사업
·국가경제를 전기절약형 경제로 전환
- 기초공업부문에서 전력소비 감소 및 현대화(전기절약형설비로 개조,갱
신, 교체)
- 전기절약형 기계 설비 개발 생산,
- 새로운 전력 측정 장치 도입
- 모든 기관, 기업소, 세대에 대해 전력소비한계 지정

전력 생산량
증가
에너지망
조성 및
절약

에너지

·에너지 자립성, 주체성 강화
-

수력 기반 대규모 자립적 동력기지 정비 보강
화력 기반 전력 생산 증가,
친환경 에너지(태양,풍력, 생물, 지열, 해양) 기반 전력생산 증가
원자력 발전 개발이용

·지방전력 수요를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
- 기존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정상화를 통한 지방공업부문 전력
생산량 자체 보장
친환경
에너지
개발 이용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 건설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에 친환경에너지를 동력자원으로 적극
활용 (태양빛, 수력, 풍력, 지력, 메탄가스 등)
- 건축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기술 도입
· 공장, 기업소에 통합생산체계 확립
- 통합생산체계를 자동조종체계, 생산관리체계, 기업자원계획화체계 등
3개 부분으로 실행
-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경영정보관리체계 구축

기간산업
효율성
제고

산업클
러스터
(중공업)

기간산업
(금속·화학
등) 주체화
실현

·기초공업부문(전력, 금속, 화학)발전으로 경제 자립성, 주체성 강화
- (금속) 주체철 생산에 의한 금속공업 주체화
- (화학) 탄소하나화학공업 등 석탄을 원료로 한 화학제품생산 중시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통한 경제 자립성, 주체성 강화
- (금속) 주체철생산공정 완비, 경공업 원료 자재 주체화, 공작기계공업
발전, 전자공업과 자동화 공업 발전
- (화학) 비날론생산, 탄소하나공업창설, 탄산소다생산공정 개건완비

건설,
건재부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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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조물 건설 시 환경보호 고려
- 기존 도로, 철길에서 인접하게 지하구조물 건설
- 지하구조물 주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 지하구조물 주변으로 지하수 처리 및 하수도망 계획

목표

분야

분야별
목표

세부 사업
·효율적인 경제개발구 개발, 관리
- 토지와 하부구조대상 개발(토지이용권구입, 토지정리, 하부구조건설,
분양 및 하부구조 운영) 실시
- 경제개발구관리(해당지방정부의 전권대표 파견, 합영, 합작, 고용 등
장려) 실시
· 가공품수출비중 증가

경제개발구
추진

대외경제
사업
개선

산업클
러스터

- 수출품종의 다양화
- 적절한 수출품종 선정(유기농산물, 축산물, 특산공예작물, 과일, 고급수
산물의 2·3차 가공품;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가공품; CNC 공작기
계 등 첨단 기계가공품)
-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로 수출가공품 질 향상
· 해양개발구개발
· 해양개발구개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과관련된 외국투자 유치 및
국내 생산요소와 결합
·과학적인 투자유치계획 작성

합영합작
확대

관광교류강
화

- 국가경제발전에서 중요도, 당 정책 요구, 인민생활향상의 의의를 가진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우선 실시
- 투자유치활동의 경제적 효과성 고려해 활동계획 수립,
- 투자유치계획작성 관련 자료기지 및 정보체계 수립
· 국가관광발전계획작성
-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상품 공급
·지식경제시대 경공업부문발전
- 자력자강 원칙에 따른 설비·생산 공정의 전기절약형, 노동력 절약형
개조
- 과학기술적 생산경영활동 추진
-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으로 전 인민 과학기술 인재화

지방산업
육성

산업클
러스터
(경공업)

각 지방
경공업
발전

·지방(도, 시, 군) 자체 원료원천으로 지방경제발전
- 지방별 경제발전방향 수립 및 과학적 전략 작성(자연지리적조건과 위
치, 국토자원현황, 천연자원보유정도, 경제적 토대 등 고려)
- 지방별 자연환경사업 개선(산림조성사업 진행, 농업생산혁신, 해양양식
방법개선)
- 지방산업공장 현대화(기존 원료기지개선 및 원료원천동원사업 개선,
중소형수력발전소 정상화 및 지방별 전력수급 자체보장)
- 지방경제지도기관 경영자 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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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분야

분야별
목표

세부 사업
· 해양개발구개발

국토자원
활용방
안 마련

환경

채취공업
발전

- 해저광물자원 이용 개발
- 조수력,파력 등 친환경자원개발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로 인민경제 자립성, 주체성 강화
- 지질탐사 사업으로 바다광물 자원 적극 개발 이용
· 지식경제시대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

산업클
러스
터

지식경제
강국건
설
도약대
마련

기술집약형,
자원절약
형
국가경제
로 전환

-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에너지와 동력문제의 주체화
우리 식의 주체적 생산공정 확립
지식산업(정보산업, 생물산업, 나노산업, 친환경에너지사업, 신재료
산업, 해양산업, 우주산업) 육성

· 과학기술발전으로 자강력 증대:
- 금속공업의 주체화
- 경공업의 생성공정주체화 및 현대화
- 농업부문의 과학농업 시행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실현

· 첨단기술해양개발구개발
- 외국투자기업 유치해 선진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 연구기관과 기업의 유기적 결합
- 교육·과학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 집중시키고 자금 통합관리
· 금융거래에서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편리성 보장

인적역
량강
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

-

기업소들 간 무현금 유통 실현,
금융업무의 컴퓨터화·무인화 실현
금융업무에서 전자인증체계 적극 수용
전자결제카드에 의한 결제체계완비
은행업무정보체계 구축
국가금융정보망 구축,

· 과학기술발전으로 인민대중 창조력 증대:
- 전자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시행
자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2019),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경제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9-2019), 경제연구; 중앙과학기술통보사(2018-2019), 기술혁신 의 내
용을 종합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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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전략의 주요 분야 및 세부목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기준
으로 활용하면서 최근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연계한 중점과제들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2020)의 주요 내용과 북한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전략의 핵심 내용
을 교차 확인해보면, 북한이 국가개발전략의 일부를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북한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엔기
본협약(UNFCCC)과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10). 이에 따라 북한 정부가 UNESCAP 주재의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NEAMF)’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분야는
표 5-4의 총 7개 분야와 같다.
해당 분야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유엔의 목표와 북한의 목표가 비교적 일치
하는 분야이다. 북한은 식량 안정성과 식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전략은 생산량 증설보다는 에너
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련해 청정기술 도입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난재해 방지와 생물다양성 확보
에 주력한다. 이와 관련해 분야별 목표와 세부계획의 내용은 표 5-4와 같다.

9) 김태균(202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발전 이데올로기: 북한의 자발적국가리뷰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북한개발
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서출판 오름, p.71
10) 북한은 북한의 주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13번 기후변화 및 영향에 대한 대처>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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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주요 인프라 분야 및 세부 목표
목표

분야

농수산업

수자원개발

에너지

교통·물류
/
주거

목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식량 자급자족

식수와 위생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 목표
·해당 목표에 최고 우선순위 부여
·5세 이하, 여성의 영양부족 해결
·토지 생산량 증가를 위한 토질 개선
·축산업, 과수업, 어업 문화 발전
·식량 안정성 및 영양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전 국민의 식수 접근성 보장
·2030년까지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따른 100% 하수처
리 보장
·식수자원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협력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달성
·국가경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에너지 생산방식 개선
·석탄 생산량 증가 및 연소 효율성 제고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국가 에너지 전략 개선

·교통체계개선
보다 풍요롭고 문명화된
·토지이용계획의 엄격한 적용
삶을 위한 생활조건 및
·주거문제 해결
환경 보장
·도시 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

환경

·환경오염 방지
·재해관리능력 향상
기후변화 및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와 파리기후
대처
협약 이행
·국가재난감소전략,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온실가스배
출감축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의 이행

방재

·국제협약 의무에 따른 산림지역 회복·보존 보장
·산림복구목표 2015-2024 달성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산림건설전략, 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의 이행
·생태계, 산림, 생물 다양성의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연구 및 지식전수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토지 황폐와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자료: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2019.10.15.-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개최) 북한 측 대표 발표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ession$201-3.%20Country%20Presentation_DP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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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 스마트시티의 주요 분야 및 세부목표
앞서 ASCN 사례조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세안 10개국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도
시화율, 도시기반시설, 디지털역량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스마트시티 개
발 시 해당 국가들의 국가별 특성에 맞춘 인프라 개발이 요구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분야가 상이하다.
북한이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목표로 한다면 3그룹
과 4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그룹별 중점 분야 및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5-5와 같으
며 주로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주거, 인적역량강화, 안전 등 총 7개 분야의 사
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1인당 GDP 1,000~2,000달러 수준일 때 건설되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주로 유무상
원조를 통한 인프라 개발・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국가들은 기초 인프라 뿐
아니라 기술, 재원, 인적자원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해
통신, 교통, 상하수도,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행한다.
1인당 GDP 2,000~5,000달러 수준일 때 건설되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유무상원조
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도 포함하기 시작한다. 해당 그룹에서는 주로 급속한 도
시화에 따른 도시 내부 문제 해결 및 도시 간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인프라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족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이 병행되며,
주로 환경, 교통, 주거,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중점적으로 실행된다. 또한 국가 기간산
업 육성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도 추진되기 때문에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개발이 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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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아세안 스마트시티의 국가군 별 중점 분야의 내용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국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1인당
GDP

60,000
이상

30,000~
5,000

5,000~
2,000

2,000~
1,000

중점분야

주요 목표

전자정부

·국가디지털신분증(NDI) 플랫폼 확립

원격의료
/보건

·스마트 헬스케어

시민참여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지불
활성화

교통

·교통제어센터 구축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구축

환경

·디지털 하천관리 사업 실시
·도시 통합 물관리 사업 실시

산업클러스터

·산업구조고도화와 스마트 산업 육성

시민참여
/커뮤니티

·디지털기술 기반 소프트 인프라 구축

안전

·CCTV 활용 방범 시스템 구축

교통

·ICT 기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 교통 통제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방재

·자연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주거

·주거환경 개선

인적역량강화

·기술 향상 교육 제공

산업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개발

안전

·공공 안전 서비스 제공
·통합 비상 대응 센터 운영

통신

·기초 인프라 확충

교통

·대중교통 관제 시스템 구축
·도로 관리, 도보 관리, 주차 관리

상하수도
주거
인적역량강화

·배수 시스템 구축

유형

재원
조달

솔루션 형 민간투자

솔루션 형

PPP.
민간투
자

인프라
투자·
솔루션
병행

PPP,
유무상
원조

인프라
투자 형

유무상
원조

·주거환경 개선
·적정 주거 보급
·국제적인 종합 대학 건설

자료: 김정곤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p.151; 본 보고서 표 4-6. ASCN 시범도시별
우선 추진 프로젝트와 중점 개발 분야 참고해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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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스마트시티의 주요 분야 및 세부목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2016-2020)만을 기반으로 주요 분야 및 세부목표를 도출할
경우 스마트시티의 조성 목표가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지거나, 스마트시티의 특성
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인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요 분야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공주도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지표들11)을 살펴보면, 스마트 인
프라와 관련하여 도시 데이터의 통합 관리 운영 기술이나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
한 지표들 뿐 아니라, 시민참여/커뮤니티 분야 등 새로운 도시 운영 방식을 제안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도 관련 분야에 포함된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를 기반으
로 새로운 도시 운영방식을 제안하면 주민 기본권 보장, 주민의 행정참여권 보장 등
북한의 거버넌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을 기준으로 주요
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들은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방재 등 기초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전자정부, 원격의료・보건, 시민참여・커뮤니티, 안전 등 공공서
비스와 관련된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12). 따라서 북한의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진출
시 기초 인프라 분야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의 스마
트시티 관련 사업 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주요 분야 및 서비스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11) 유럽 스마트시티 지표 대분류(EU),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지표 대분류(ITU-T), 스마트국제표준 ISO 37120
대분류(ISO),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 지표 중분류 등을 들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범현 외,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1:패키지사업, p.143 참고
12) 자세한 내용은 이범현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1:패키지사업, p.161~2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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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아세안 스마트시티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방재

전자정부

주요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관리시설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건물 자동화 시스템
·IoT 기반 가정 에너지 관리
·스마트 가로등 신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디지털 요금정산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신호 체계
·무동력/친환경 차량 기술 및 시설
·도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질정보 실시간 관측 시스템
·실시간 누수 관측 및 제어 시스템
·지능형 수도관망 운영체계
·정수처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
·자가진단형 하수처리장 기술

·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비상 대응 최적화 시스템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개방형

사업 라이선스 및 허가
사업 세금 신고
토지이용 및 건축허가
공간정보 시스템

주요 진출 기업별 핵심 서비스 내용
·현대일렉트릭

·에너지 관리 원격제어 솔루션

·오딘 에너지

·차세대 고효율 풍력발전 시스템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스마트카드 결제 및 정산 시스템

·SK 주식회사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광명전기

·수처리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동우 엔지니어링

·수도시설 보안통합관리 시스템

·ESE Co.,Ltd

·스마트 통합관제 솔루션

·선진 엔지니어링

·스마트시티 통합설계 시스템

·이노뎁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영상분석기술
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보건

·원격진료 서비스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전염병 질병 감시 시스템
·데이터 기반 공중 보건체게

·현대정보기술

·보건의료서비스 정보 시스템

·우리들 병원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기반 의료 네
트워크

·지역주민참여 어플리케이션
·지역 연결 플랫폼 서비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시스템
·디지털 시민 서비스

·SK 텔레콤

·IoT 전용망 구축 및 기술 컨설팅

시민참여
/커뮤니티

·리앤컴퍼니

·와이파이 기반 마케팅 플랫폼 구축

·메타빌드

·지능형 스마트시티 통합관제플랫폼

안전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감시체계
·비상 대응 최적화 시스템

자료: 이범현 외,(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1:패키지사업, pp.161~205 참고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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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국토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주요 분야별 추진 계획
(1) 주요 분야 및 추진방향 설정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4개 자료를 종합하여 북한 스마트인프라의 주요 15개 분
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목표 및 조성방향을 제시한다. 분야별 목표 및 조성방향은
3장에서 정의한 최종 목표인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동반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되, 경제발전단계, 디지털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수익성 고려 등
앞서 언급한 3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분야별 목표 및 조성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분야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전략(2016-2020)에서 에너지, 자연자원
등 기초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한다. 또한 북한이 제시하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용은 남한의 미래 성장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스마트인프라로 대응 가능한 영역이다.
둘째, 환경, 농수산업, 방재 분야이다. 1차 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북한은 자연자
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 부문의 토지・농지・산림복구사업, 농수산업 부문의
과학화・집약화・현대화 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지리정보체
계 구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해당 분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 사례에서 보듯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에 용이한 분야이기도 하다.
셋째, 통신, 교통, 상하수도 분야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전략에서 첨단 산업 육성 및
첨단 프로그램 활용을 주장하나 주요 국가기반시설로서 통신 인프라를 언급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개발 초기에 통신 인프라가 주요 기초 인프라로 다뤄져야 이후 교통, 상
하수도 등 도시 흐름을 다루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분야들이 다양한 스마트인프라를 기
반으로 조성될 수 있다.
넷째, 주거 분야이다. 북한 경제개발전략에서 해당 분야는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하
는 주요 분야로 취급된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3,4 그룹 또한 주거환경개선, 적정주거
보급 등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적역량강화 분야이다. 원격교육은 저개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전
문 인력 양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내 전국적인 스마트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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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상되는 소득 수준별 정보격차의 문제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산업클러스터, 물류 분야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전략에서 대외경제사업 개
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개발구 건설, 각 지방별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과 같은 사업
을 제시하고 중국 외 여러 국가와 대외무역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호응
하여 북한 주요 기간산업(금속, 화학, 기계 등)의 디지털화, 장기적인 디지털 물류 플
랫폼 구축 전략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전자정부 분야이다. 현재 북한의 전자정부 논의는 국가금융정보망 구축
등 주로 금융거래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중견국으로 도약하는데 국가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한 만큼, 북한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도모를 위
해 정부행정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원격의료・보건 분야이다. 북한의 원격의료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경제발전전략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분야는 아니다. 그
러나 북한의 국가의료체계 전통을 살려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져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아홉 번째, 시민참여・커뮤니티 분야이다. 해당 분야는 선진국 스마트시티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로 북한이나 아세안 스마트시티 3・4그룹에서 다루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
나 해당 분야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할 하나의 방안으
로 여겨지며,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진출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하다.
열 번째, 안전 분야이다. 해당 분야 역시 북한이 주요하게 다루는 분야는 아니지만,
향후 북한 스마트시티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결정짓는 분야로 여겨진다. 북한 스마트시
티 조성 시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 부문이 주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
의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사회주의식 체제유지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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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주요 15개 분야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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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분야별 목표 및 조성방향
분야
에너지

목표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존 발전시설에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접근성 보장
·친환경 에너지 적극 이용

통신

주요 국가기반시설로서
통신 인프라 조성

교통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물관리
(상하수도)

조성방향

·전국 5G 망구축 및 상용화를 통한 관련 생태계 조성
·교통인프라(철도, 도로, 항만)의 디지털화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 보장 및 ·오폐수 농도 국가기준 보장
관리능력 확보
·1일 물 공급량 보장

방재

과학적 재난 관리로
사회 안전망 구축

농수산업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발전과
식량 자급자족 실현

환경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주거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돕는
거주지 조성

인적역량 강화

모든 인민의 양질의 교육보장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

산업클러스터

경제발전단계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류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한
대외경제 활성화

전자정부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체제 안정

·부분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정 전산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

원격의료/
보건

인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료체계 복구

·원격의료 기반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비
·관련 산업의 연구, 생산 기능 강화

시민참여/커뮤니티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운영제도 확립 및 보급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안전

맞춤형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디지털화

자료: 저자작성

154

·재난재해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체계 마련
·전 국토자원의 지리정보체계 구축
·과학기술적 영농 기술 도입
·디지털 기반 산림복구, 토지보호 사업
·수산업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
·지방별 경제관리방법에 기반한 도시관리
·제로에너지, 제로탄소 건축기술 도입
·전 인민 원격교육 실현
·전 부문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 실시
·경공업 시설의 현대화, 디지털화
·국가기간산업(금속, 화학, 기계)의 현대화, 디지털
화로 효율성 제고
·물류인프라의 디지털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여객물류 활성화

(2) 중점 분야의 단계별 추진 계획
앞서 제시한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했을 때 스마트인프라 기반 북한 국토 조성은 크
게 3단계로 추진될 수 있고, 디지털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수익성 등을 추가로 고려했
을 때 각 단계별 중점 분야 및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로 주로 개발협력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기초 인프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에너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농수산업, 환경, 주거,
인적역량강화 등 9개 분야를 들 수 있다.
주요 국가기반시설로서 에너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환경(산림・농지복구
및 자원 채광・탐사) 분야가 다뤄지며, 해당 분야들은 주로 남북정부 또는 대기업과 국
유기업 간의 협력이 예상된다. 특히 통신 인프라의 경우, 중국 스마트시티에서 미개발
지역 진출 시 5G 통신망 건설이 선행되고, 아세안 스마트시티 4그룹에서 통신 인프라
를 국가 간 주요 협력 사업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때 북한 개발 초기에 국가적 차원의
주요 기초 인프라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나머지 농수산업, 주거, 인적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산업 특성 상 주로 북한 지방정
부와 북한 국내 인력을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는 남북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자본투입형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산업클러스터 등
국가 중점 사업이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 주로 산업클러스터, 물류
분야가 다뤄지며 북한의 국토전략 5대 목표 중 하나인 기간산업(금속, 화학, 기계공
업)의 현대화, 경제개발구 추진을 통한 대외경제 활성화가 이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해당 시기는 중소득국의 함정을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남북정부 또는
대기업과 국유기업 간의 협력 외에, 남북 지방정부나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간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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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자료: 저자작성

전자정부와 원격의료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1단계에서 국가 통신
망 구축과 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선행한 후 2단계에서 보편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정이라
는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또한 향후 북한이 고부
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3단계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생산이 요구되는 시기로 솔루션 중심 스마트시티 사업을
실행하여 도시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주로 추진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 안전망 실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솔루
션 마켓 형성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이 이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커뮤니티, 안전과 같은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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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15개 분야의 단계별 협력과제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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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주요 15개 분야의 단계별 협력과제를 원산・금강산 국제관
광지대에 적용해본다. 이에 따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
한 단계별 방안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사업으로 교통・통신분야의 실천과제
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1) 지역 현황
(1) 원산・금강산 광역권
북한은 관광에 대해 산업적 접근보다는 인민의 권리나 학습의 측면에서 접근했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수입 증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었는데, 당초에는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 금강산과 통천, 원산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사업영역으로 설정했다. 그러
나 1998년 관광이 시작된 이후 주로 외금강 지역에 국한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사업 정상화 이후 관광영역 확대 준비 중 관광이 중단되었다.
현재 북한의 관광인프라 개발은 김정은이 2013년 3월 당 중앙전원회의에서 관광산
업 활성화 언급 이후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대북제재 하 자력발전을 위한 외화수입
확대 의도에 따른 것으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국제관광특구(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국제관광지대(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포함 총 6개의 관광전문 개
발구를 지정했다13).
이에 따라 원산시(원산지구)-통천군(통천지구)-고성군(금강산지구)를 아우르는 광
역권(직선거리 약 90km)의 관광지대를 계획하고, 해당 지역을 본보기로 개발과 관리
경험을 축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i) 국제관광지대 개발 적극 진행, ii) 녹색관
광 발전, iii) 세계적 관광시설 갖춤, iv) 관광대상 종류 늘리고 구성 다양화, v) 외국정
13) 권영경, 2019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2019.2.23.,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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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구・단체・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개척, vi) 관광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률제
도 정비 등의 항목을 명시했다14).
북한이 발표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크게 북측 해안지역의 직접개발지역과 남측 내륙지역의 간접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개발지역은 총 6개로 원산・통천・금강산지구는 해안을 따라 비교적 대규모(평균 면적
135㎢)로 조성되어 있으며 올림폭포・마식령・석왕사지구(평균 면적 16㎢)는 다소 작은 규모로
내륙에 조성되어 있다15).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내 주요 인프라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발전소를 들
수 있으며 원산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철도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대가 연결
되어 있으며, 평양-원산 고속도로(관광도로)가 원산을 거쳐 고성군 온정리까지 연결
되어 원산지구-통천지구-금강산지구를 연결한다.
공항은 원산항과 원산비행장(갈마비행장)이 원산시 도심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갈마반도에 위치한다. 해당 공항은 군 전용비행장이었으나 2015년 9월 여객터미널을
완공하고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여 민항 운영을 시작했다16).
항만은 원산비행장 인근에 위치한다. 1980년에 개항한 원산항은 주로 군항으로 사
용되었다. 알려진 하역능력은 약 170만 톤 수준이나, 현재 북한은 원산항을 확장하여
500만 톤의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17).
발전소는 모두 낙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평양-원산 고
속도로를 따라 원산 청년발전소 1~4호와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신성저
수지 인근에 원산 군민 1~2호 발전소도 건설했다18).

14) 이찬우, 북한의 국토개발계획작성과 경제실태 (2020.7.27.,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15) 노컷뉴스(2015.4.26.), 北,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4404171
16) 이찬우(2020.6.3.)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下),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92
17) KDB 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p.189-190
18) 이찬우(2020.6.3.)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中) - 해방 후 현재까지,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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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주요 인프라 현황도 (상: 주요 인프라, 하: 관광지대)

자료: (상) 구글지도 바탕으로 저자작성, (하)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도 (출처: 통일뉴스(2014.5.22.), 北, 원산-금강산지
구 총계획 발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91)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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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관광지 현황 (상: 주요 관광시설, 하: 통천지구 시중호 관광지구 총계획도 )

자료: (상)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127;
자주시보(2015.3.30.), 북, 원산-금강산 국제관광기지에 승마, 골프장, 해양오락시설까지 건설
http://www.jajusibo.com/19559 등을 종합해 저자작성, (하) NK경제(2018.7.5.), 북한, 원산에 38만평 규모
골프장 건설 구상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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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 원산·금강산 관광지대 개발계획의 지구별 계획 내용
명칭

도시중심부
재개발계획

총계획
영역

7,400여㏊

원산지구

갈마반도
개발계획

1,400여㏊

주요 건설 내용
도시중심축건설

원산시 삼봉산 기슭부터 해안가까지 길이 800m, 너비
150m 새로운 도시중심축 형성

살림집지구건설

도시중심지구 및 주변에 초고층 살림집 건설

산업지구건설

기존 산업기업소들 철거, 이설, 부문별 통합정리
갈마천 주변 산업지구에 관광산업단지 건설

녹지조성 및
관광시설건설

수영장, 수족관, 곱등어교예장, 식당 등 배치

숙박시설현대화

송도원 해수욕장에 12,000명 수용 가능한 시설 증설

경제개발구

갈마반도 두남산지구 개발

숙박구

현재 숙박능력 1,030명에서 11,000명으로 증가

회의 및
전시박람구

갈마반도 두남산지구에 국제회의장, 연회장 건설

체육경기구

갈마반도 두남산지구에 체육경기장, 골프장 건설

상업편의봉사구

명사십리에 각종 유희장, 여객부두 및 정박장 건설

건강 및 치료기지 시중호 구역에 호텔 1,000여석과 요양시설 1,000여석
건설
개건 및 신설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9,000여㏊

22,500여
㏊

숙박시설 건설

동정호 구역에 5,600여석 숙박시설 건설

봉사시설 건설

동정호 구역, 총석정에 관광시설 건설

관광시설 건설

자연공원, 민속거리, 민속무도장, 수족관, 각종
오락시설 건설

숙박시설 건설

현재 숙박능력 4,100명에서 14,000명으로 증가
외금강구역 숙박시설 7,300명으로 증가

울림폭포지구

1,000여㏊

관광지개발

울림폭포, 진주폭포, 비단폭포 등

마식령지구

2,200여㏊

마식령스키장
건설

슬로프 10개(총 연장길이 49.6km),
호텔객식 300여개 건설

숙박시설 건설

숙박시설 1,000여실 신축

석왕사지구

1,500여㏊
관광시설 건설

석왕사, 보문암 등산로 신축
주변 관광지 개선

기타
(하부구조개발계획)

―

원산비행장 건설, 갈마반도 여객부두 건설, 원산-금강산 철도 개건 및
고속관광철길 건설, 원산-금강산 관광도로 현대화, 통천수력발전소와
안변청년발전소 현대화, 지붕형 태양전지 설치

자료: 통일뉴스(2014.5.22.), 北,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발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91; 노컷뉴스(2015.4.26.), 北,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4404171 등을 종합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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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 도시권
원산시는 총 인구 363,127명 (도시: 328,467명, 농촌: 34,660명; 2008년 기준), 면
적 314.4㎢, 인구밀도 1,162명/㎢의 도시로 현재 인구 수 기준 5위의 도시지만 다양한
개발 사업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주요 대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19).
원산시는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 주요 지하자원(무연탄, 금, 철광)과 인근 평야지대
에서 곡물 생산이 풍부하여 일제강점기에 주요 거점도시로 개발되었다. 1930년대 석탄이
산업용으로 본격 사용되면서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해 전력,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산시는 북한에서는 보기 드물게 철도역, 항만, 비행장
등 교통 인프라가 모두 갖춰졌으나, 주요 인프라가 외세 침탈에 활용된 역사 때문에 이후
원산항, 갈마비행장은 군사기지로 재건되어 활용되었다.
원산시는 일제강점기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교통・물류의 요지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
으로 현재는 관광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자원의존형 중화학공업 개발 축이 형성되었고, 원산은 그 축을 이루는 주요 도시 중
하나이다. 당시 원산시는 경원선(서울-원산), 함경선(원산-함흥), 평원선(평양-원
산)이 설치되어 철도교통의 요지로 성장했다20).
또한 원산시는 직선거리로 평양까지 약 150km, 함흥까지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
치하고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 접근성이 좋다. 평양
과는 평양-원산고속도로(관광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함흥과는 원산-함흥고속도로로
연결 예정이다. 2019년 4월부터 중국 자본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공사기간은 약 3
년이 소요될 예정이다21).
도시 중심지역은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동저서고의 지형을 따라 해안에서 내륙으
로 침투하는 형태이다. 기능별로는 크게 과학연구기지, 농경지구, 사상교양중심지, 주거지
19) 중앙통계국(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p.1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search/search.do
20) 이찬우(2020.5.28.)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上)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96
21) KBS 뉴스(2019.1.15.), [단독] 북 원산-함흥 고속도로 전 구간 중국업체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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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지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6개의 관광구역(송도원 관광구역, 원석동
관광구역, 해안동 관광구역, 내원산동 관광구역, 명사동 관광구역, 갈마 휴양구역)이 위치한
다22).
현재 계획 발표된 주요 공업개발구는 상대적으로 원산 도심에 인접한 지방급 공업개발구인
현동공업개발구(면적 2.0㎢)를 들 수 있다. 또한 평양-원산 고속도로 주변에 원산・금강산
관광지구에 포함된 마식령관광지구(원산 도심으로부터 약 20km)와 신평 관광개발구(원산
도심으로부터 약 60km)가 계획되어 있다23). 이 외에 알려진 원산시 내 주요 관광시설은
송도원유원지, 국제소년단야영소, 국제려관, 송도원호텔, 원산 의학대학 등이 있다.
최근 북한은 원산 중심부 개발을 공개했는데, 크게 도시중심부 재개발계획과 갈마반
도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시 중동토지종합개발대상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
한은 원산 중동지역 재개발을 통해 30만㎡ 신시가지 조성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전력망, 통신망, 도로망, 상하수도망을 정비하고 3,600세대를 철거하여 임대
주택구역, 사무 및 종합봉사구역, 인공분수구역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24).
또한 원산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 6개 관광지구 중 하
나인 통천지구에는 시중호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시중호 골프장 투
자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비용 약 1억 2,320만 달러(외국투자 49%, 북한 51%)로 총
부지면적 약 125만㎡에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외국투자자에게 20년
운영권을 보장하며 이들이 자금, 설비, 경영방식을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부지, 인력,
일부 건설자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25).

22) 뉴데일리(2015.2.23.), 김정은, “외국돈으로 원산-금강산 개발할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2/23/2015022300012.html) ;이찬우(2020.6.3.)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中) - 해방 후 현재까지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42
23) 중앙일보(2015.3.18.), 북한 경제개발구 13곳 상세 자료 입수 https://news.joins.com/article/17382427
24) NK경제(2018.7.12.), 북한, 2000세대 아파트 건설 등 원산 재개발 노린다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
25) NK경제(2018.7.5.), 북한, 원산에 38만평 규모 골프장 건설 구상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

164

그림 5-6 | 원산시 인근 주요 인프라 현황도 (상: 주요 인프라, 하: 도시권)

자료: 원산지구 총계획도 (출처: 뉴데일리(2015.2.23.), 김정은, “외국돈으로 원산-금강산 개발할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2/23/2015022300012.html) ;원산지도 (출처:
이찬우(2020.6.3.)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中) - 해방 후 현재까지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42 )종합하여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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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 원산시 도시 현황 (상: 원산지구총계획도. 하: 원산시 중동토지종합개발 조감도)

자료: (상) 뉴데일리(2015.2.23.), 김정은, “외국돈으로 원산-금강산 개발할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2/23/2015022300012.html
(하) NK경제(2018.7.12.), 북한, 2000세대 아파트 건설 등 원산 재개발 노린다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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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방향 설정
(1) 지역 SWOT 분석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동해안 축은 환동해 신산업벨트로 계획되며, 주로 에너
지, 환경, 농수산업,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제시되었다. 해당 축에서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는 가장 남한과 인접한 거점이다26). 해당 축은 남북강원도와 연계되
어 관광산업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서울-남포(평양)과 연계한 삼각벨트 조
성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동해관광공동특구에서 원산시 개발을 공식적으로 합의하
지는 않았으나 향후 주요 개발거점으로서 원산시 진출 가능성이 높다.
원산시의 강점은 공항, 철도, 항만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평양-원산 고속도로로 평양과의 교통 연결성이 높아서 향후 국제도시로서 발전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동해안을 축으로 자연명승지를 다수 보유하고, 관광지구 개발
을 국가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원산시의 성장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관련 교통 인프라들이 노후화되었고, 관광지로서 대외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평양이나 원산항을 통한 해외무역의 가능성이 높
지만 남한과의 교통 연결성이 낮다는 점도 남북경협에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관
광지구 개발에 있어서 도시 내부 교통 연결성이 낮고 관광객 대상 안전・의료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도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국제관광 추진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높은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한의 외국인 관광은 주로
사회주의 체제의 동질성을 갖는 중국인 관광객(외국인 관광객의 약 80%)에 의해 이루
어졌으나, 낙후된 관광인프라, 폐쇄적인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 만족도가
낮다27).
이로 인해 북한의 관광 부문 최고 기록은 연간 관광객 수 10만 6천여 명, 관광수입
26)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2017), pp.20-21
27) 김지은(2019.6), 북한은 왜 관광사업에 투자하나, 월간 북한, 통권 570호,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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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 한반도 동부축 회랑 인프라 구상도

자료: 이상준 외(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p.116 바탕으로 저자
수정

표 5-9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SWOT 분석
· 공항, 철도, 항만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보유
· 국제도시로서 높은 발전가능성
· 평양과의 높은 교통연결성

· 자연명승지를 다수 보유해 도시경쟁력 향
상 가능성 높음
· 관광지구 개발 등 국가중점사업 추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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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

관광지로서 대외 인지도 저조
관광지구 간 교통 연결성 낮음
남한과의 교통 연결성 낮음
숙박 및 관광시설의 노후화

· 대규모 기간시설(항만, 공항 등) 밀집해
원산시 내부 교통 연결성이 낮음
· 관광객 대상 안전·의료 문제 발생가능성
존재

총액 1,311만 유로(2013-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북한의 호텔 관광객 수용
능력은 7만 여명, 국제 비행기와 철도의 여객 수송능력은 12만 3천명에 불과하다28).

(2)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은 기존의 도시조직과 관광문화 자
원이 형성되어 있고,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시문제 해결형으로 접근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원산과 주변
관광특구에 대해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해 해당 관광지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은 타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 전체의 경제를 자극시키는 것
이 중요하기29)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로 도시 대중교통 개선과 안전・의료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은 관광객 관련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내 신원 및 안전보장, 지불방식의 투명성 보장 등 부수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후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IT 서
비스 산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장기적으로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활용해 주변 지역과 보완성을 갖는 복합
산업(에너지, 농업,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원산에 복합 산업단지 및 항만
시설을 마련해 인근 도시 뿐 아니라 일본, 동북지역과 연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강원도와의 연계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강원도 지역 육성 및 종단 고속도로
건설 등 육로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다.

28) 이찬우, 북한의 국토개발계획작성과 경제실태 (2020.7.27., 국토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29) (사)한국관광학회(2006), 개발도상국과의 관광협력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pp.24-25; Dorothea
Meyer(2006.1), Caribbean tourism, local sourcing and enterprise development, The Travel
Foundation, PPT working paper,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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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앞서 설정한 단계별 목표에 따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의 단
계별 조성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로 관광업, 서비스업, 경공업 활성화를 목표로 에너지, 통신, 교
통, 상하수도, 방재, 농수산업, 환경, 주거, 인적역량강화 등 9개 분야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 기반 조성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림 5-9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방안

자료: 저자작성

2단계는 자본투입형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산업클러스터, 교
통, 물류 분야가 주로 다뤄지며 기간산업(금속, 화학, 기계공업)의 현대화, 경제개발
구 추진을 통한 대외경제활성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원산시의 경우 복합산업 육
성지를 목표로 해양개발구 개발 등을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다.또한 후술할 원산・금강
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시티 운영시스템 조성 사업도 시도해 볼 수 있다.
3단계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생산이 요구되는 시기로 솔루션 중심 스마트시티 사업을
실행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원산시의 경우 시민참여/커뮤
니티, 안전 등의 분야를 집중 투자하여 솔루션 중심 원산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수 있
다.또한 환동해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교통수단 및 노선을 다각화한다. 이와
같은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앞서 5장 1절에서 선정된 15개 분야의 목표 및 조성방향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단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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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
분야

추진
시기

목표

실천과제

세부과제

· 기존 수력발전소 복구
및 발전능력증설
· 기존 송배선망개건보수
·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용

· 수력발전소(안변청년수력발전소, 원산청
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통천수력발
전소)현대화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친환경에너
지개발사업실행

2단계

· 수력 발전소 신규 건설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용

· 태양, 풍력, 생물, 지열,해양 등 개발 이용
· (폐기물 처리 및활용) 열병합발전소 건설

3단계

· 국가전력관리체계 개선

· 스마트그리드완성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
지대 교통 개선

· 스마트 철도 통신 및 신호체계 활용해 원
산·금강산 철도 120km 개건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연결 관광도로
현대화
· 원산공항개보수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연결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1단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접근성 보장

에너지

1단계

교통
(철도,
도로,
공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2단계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대 교통 신설
· 평양·원산 간 교통 개선

3단계

· 함흥·원산 간 교통 개선
· 서울·원산 간 교통 개선
및 신설

·
·
·
·

원산·금강산 고속관광철도 90km 신설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별윤환망형성
원산공항증축
스마트 철도 통신 및 신호체계 활용해 평
양·원산(평원선) 개건
· 평양·원산 고속도로 현대화

· 스마트 철도 통신 및 신호체계 활용해 함
흥·원산(함경선) 개건
· 스마트 철도 통신 및 신호체계 활용해 서
울·원산(경원선) 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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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시기

목표

1단계

물관리
(상하수도)

2단계

식수 및
위생시설
관리능력 확보
및 접근성
보장

3단계

1단계
방재

2단계
3단계

1단계
통신

과학적
재난관리로
사회 안전망
구축

주요
국가기반시설
로서
통신 인프라
조성

2단계

세부과제

· 기존 상하수도 시설개보수
· 1일 물 공급량 보장

· 기존 시설의 스마트 워터 기반 누수처리시
설도입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내 상수도 시설
신설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내 오수처리장
신설

· 오폐수농도 국가기준 보
장

· 스마트워터폐회로 시스템 구축
· 원산시상하수도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개인 맞춤형 물관리로
운영 최적화

· 스마트워터운영최적화시스템 구축
· 실시간 운영 관리 시스템 제공(수질, 누수
감시, 분석 등)
· 실시간 고객 서비스(물 사용량, 요금, 수질
등 정보제공)

· 수해방지사업 실시

· 원산시관개, 제방 현대화 사업

· 재난재해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 원산시홍수, 산사태, 가뭄, 지진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

ㅡ

ㅡ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국가경제관리정보체계
수립
· 금융업무의 디지털화,
무인화 실현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통신망 공급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인구, 경제지
리, 소비수요, 경제순환관련 지표체계, 자
료수집, 분석방법 수립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전자결제체계
완비

· 국가금융정보망 구축

· 원산·금강산 6개 관광지구 은행업무정보
체계구축

3단계

ㅡ

ㅡ

1단계

· 스마트 영농기술 도입
· 스마트 수산기술도입
· 고산지대 활용한 농업,
축산업 재개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
체계 구축

· 남북강원도간 수산협력

· 수산물 공동가공, 수산양식 기술협력, 공
동 어구제조

ㅡ

ㅡ

농수
산업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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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발전과
식량자급자족
실현

분야

추진
시기

목표

1단계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환경

· 산림복구 사업 시행
· 토지보호사업 시행에 따
른 농지면적 증가
· 지하자원탐사 사업 시행
· 지하자원채광, 채취 공
정의 현대화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세부과제

·
·
·
·
·

원산 일대 산림복구 사업 실시
원산 일대 농지복구사업 실시
원산 일대 지하자원 탐사 사업 실시
원산 일대 수역 수산자원 조사 실시
원산일대 국토정보자료기지 구축에 따른
자연재해방지기술 적용

2단계

· 해양개발구개발 (1차)

· 원산 연안 해저광물자원 개발
· 원산 연안 조수력, 파력 등 친환경 자원
개발

3단계

ㅡ

ㅡ

1단계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
축, 제로탄소건축 도입
· 상업, 서비스 시설 현대
화 및 다양화
· 도시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제로탄소건축
기술 활용 노후 건물 보수
· 원산·금강산 철도, 도로 주변 수림화, 원
림화, 과수원화

· 신규 주거단지 개발

· 원산시관광지구 내 저층 리조트형주거단
지 개발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거주지 조성

주거

2단계
3단계

인적
역량
강화

실천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ㅡ

모든 인민의
양질의
교육보장과
과학기술
인재화실현

· 전자매체를 활용한 원격
교육망실현

ㅡ

· 원산 내 대학(원산수산대학, 원산공산
대학, 원산사범대학, 조금실공업대학,
원산의학대학, 원산경제대학, 원산농
업대학)원격교육 확대

· 지방경제기관 경영자 의식 개선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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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시기

목표

실천과제

세부과제

· 국제관광지대 개발 및
녹색관광 활성화
· 경공업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 공장, 기업소에 통합생
산체계 및 경영정보관
리체계 구축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 러시아기
업투자 유치로과일수출, 피복임가공,
수산물가공사업 시행
· 식료품공장(원산곡산공장, 운산옥수수
가공공장, 원산밀가루종합가공공장,
원산갈마식료공장, 우너산수산물가공
공장, 원산만제염소, 원산제유공장, 원
산맥주공장)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 경공업공장(원산칠감공장, 원산영예군
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전선공장, 원
산방직공장,원산가성소다공장, 원산철
제일용품공장, 원산수출피복공장, 운
산구두공장, 원산신발공장)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2단계

· 경제개발구추진
· 중공업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 공장, 기업소에 통합생
산체계 및 경영정보관
리체계 구축

· 신평관광개발구 개발
· 현동공업개발구 개발
· 금속공장(문평제련소, 문천제련소, 9
월21일제련소, 원산 금제련소)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 화학공장(원산화학공장) 현대화 및 선
진기술 도입
· 기계공장(원산기계공장, 원산충성호트
랙터공장, 원산트랙터부속품공장, 금
강원동합영회사)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 건재공장(천내리시멘트공장, 용담시멘
트공장, 원산판유리공장) 현대화 및 선
진기술 도입

3단계

· 해양개발구개발 (2차)

· 선진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교육, 해양과
학 연구기관, 해양관련기업 집중 유치

1단계

경제발전
단계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
클러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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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시기

목표

1단계

물류
(항만,
물류)

2단계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한
대외경제
활성화

3단계
1단계

전자
정부

2단계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체제
안정

1단계
2단계

3단계
시민
참여/
커뮤
니티

1단계
2단계
3단계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운영제도
확립

1단계
2단계
안전
3단계

· 항만 능력 개선

· 항만 능력 재고

· 원산항을500만 t 능력의 세계적항으로 건
설
· 기존 해외 해운직항로(블라디보스톡, 시모
노세키, 니가타)복원

· 해운직항로다각화

· 신규 해외 해운직항로(중국 상해, 일본 나
가사키·고베,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
카 등) 개발

맞춤형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원산조선소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갈마반도여객부두신설
원산항하부구조 개선
원산항남북한 해운직항로정상화

ㅡ

· 행정전산망구축

· 6대 우선업무(주민등록,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경제통계) 원산시행정전산망
구축

· 행정 전산화 완성

·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전산화, 정부정보의
공개 촉진

ㅡ
인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료체계
복구

세부과제
·
·
·
·

ㅡ

3단계

의료/
보건

실천과제

ㅡ

· 원격의료 활성화

· 원산의학대학, 원산시제1인민병원 중심
원격의료체계 구현

· 의료보건관련 산업 강화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연계한 의료관
광 활성화

ㅡ

ㅡ

ㅡ

ㅡ

·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
폼 구축

· 원산시지자체 주도 리빙랩협의체 수립 및
운영

ㅡ

ㅡ

ㅡ

ㅡ

· 공공서비스부문 디지털
화

· 데이터 기반 도시재난(소방서비스, 경찰서
비스등) 서비스 제공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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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교통분야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북한의 첫 번째 스마트 시범도시로 조성하면서, 기존
관광지에 첨단 도시 이미지를 더해서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한 15개 분야 중 통신과 교통 분야 사업을 결합하여 ‘교통
분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다각화’를 목표로 중점협력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육, 스마트 의료, 스마트 쇼핑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의 스마트챌린지 사업 사례에서 도시 내 스마트교
통 시스템과 의료예약 및 응급조치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역재생에 성공한 사례를 활용
하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 스마트교통 시스템과 의료, 관광 서비스 연계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의 교통분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i) 원산시 내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개발하여 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을 연결하고, i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원산시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의료안
전망 구축을 시도한다. 또한 iii)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금강산 관광지구까지 확대하고
원산시 내 전기자동차 운행 및 보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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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교통분야 스마트인프라 조성의 추진전략

자료: 저자작성

그림 5-11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교통분야 스마트인프라 실천과제의 공간구성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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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버스 이용 주요 기반시설 연결
원산시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원산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출
퇴근하는 노동자 대상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를 개시한다(노선1). 1단계에서 스
마트시티 운영센터를 교통 노선이 집중되는 구 원산역 일대에 조성하여 원산시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한다. 운영센터를 기반으로 각 정류소에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
치 확인 및 교통상황 반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수시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면서 스마트시티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인근 수력 발전소 및 변전소에 출퇴근 노동자들의 출퇴근 서비스를 위해 평양원산 고속도로(관광도로)를 따라 발전소와 변전소를 경유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
범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별 적정 셔틀버스 배차 계획을 통해 교통 체증 해소하고, 중
심지역 내 정류장을 환승 정류장으로 조성해 다른 셔틀버스 노선과의 편리한 환승을
돕는다.
또한 철도, 항만, 공항 등 도시 간 이동수단과 순환버스 등 도시 내 이동수단을 연계
하여 원산시 내 복합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노선 2). 원산시 외곽에 위치한 갈마역,
원산비행장, 원산항 등 주요 거점 교통시설과 원산시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계한 원산
시 내 복합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때 대규모 기간시설로 단절된 원산시 도시조직
들을 서로 연결하는 도시 중심지 순환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노선을 개발한다. 특히 기
차, 선박, 항공기의 출・도착시간에 대응한 배차 간격설정 및 환승 정거장을 통해 관광
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노선 구축으로 관광객의 시내・시외 이동이 모두 원활해질 수 있다. 또한
순환 노선에 주요 거점의료시설인 원산의학대학을 포함시켜서 거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응급 의료 네트워크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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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교통 1단계 구상도 (상: 노선 1, 하: 노선 2)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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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교통 1단계 노선

·
·
·
·

자율주행 버스기술의 도입으로 통근 루트 자동화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이용한 도시 및 교통시스템 관리
원산 시가지에서 인근 직장(발전소·변전소)까지 출퇴근 버스노선 구축
외부에서 원산으로 오는 방문객의 효율적인 동선 구축을 위한 순환버스 네트워크 조성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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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기술 이용 관광산업 활성화와 의료안전망 구축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원산시 내 6개 관광구역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본
격적으로 원산시 관광객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선 3). 주요 시외 이동 거
점을 연결하는 노선 2와의 교차 지점에 환승 정류장을 조성하여 기차, 선박, 항공을
이용해 원산에 도착한 관광객의 효과적인 시내 이동을 지원한다. 해당 노선은 해안선
인근 관광지 뿐 아니라 원산시 도시 중심지역을 경유해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노선은 원산의학대학을 경유하는 자율주행 순환버
스 노선으로 관광객의 응급상황 시 의료시설로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환승 정류장을 확대하여 도시 내 환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통 정보제공 수
단을 다각화하여 관련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주요 교통수단의 교차점과 도심지 내 주
요 시설을 중심으로 마다 환승 정류장을 조성하여 환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 내
효율적 이동을 도모한다.
또한 실시간 교통상황 반영 시스템을 정류장 뿐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등에 적용
해서 교통정보 제공 수단을 다각화한다. 동시에 또한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스마트 페이, 스마트 예약 등이 가능한 통합 관광앱 개발・보급한다. 관광지
의 전시관, 카페, 식당 등의 주문, 예약, 결제 같은 관광 편의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
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 공공와이파이 및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관광 어플리케이션에 자율주행 순환버스 노선의 실시간 교통 상황을 입
력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류장별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VR 관광 홍보관, AR 체험관 등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관광센터를 조성하여 각종
관광체험 및 체험게임 개발 및 상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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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교통 2단계 구상도 (상: 노선 3, 하: 환승정류장)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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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교통 2단계 노선
·
·
·
·
·
·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원산시 6개 관광구역 연계 노선 개발
순환버스 네트워크 교차 지점에 환승 정류장 조성
실시간 교통 상황 반영 시스템을 정류장, 모바일, 웹사이트 등에 적용해 신속한 환승 지원
원산 의학대학과 스마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유하여 관광객, 주민의 의료 안전망 구축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 보급, 스마트 페이, 스마트 예약 등을 포함한 통합 관광앱 개발, 보급
VR, AR을 이용한 관광체험 및 체험게임 상품 개발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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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 자율주행버스 기반의 스마트 교통 조성을 위한 주요 전략

전략1

출퇴근 셔틀버스 노선 조성

전략2

도시이동 네트워크 조성

전략3

관광구역 순환 노선 조성

자료: 저자작성

(3) 스마트 교통수단 및 운행노선 확대
원산시 내 스마트 교통시스템 확대에 따라 개인의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확대
를 시도하여 도시 내 교통수단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 전역이 연결된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및 생활도로 조성을 시도한
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로 조성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생활도로
로 주민들의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자율주행 버스노선(노선 3)을 확대하여 동해안선을 따라 통천지구를 거
쳐 금강산지구로 연결되는 노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원산시와 금강산관광지대를 포
괄하는 새로운 관광루트를 형성한다. 해당 자율주행 버스노선은 각 개발지구마다 설치
된 기차역과 연동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순환
버스, 기차역, 항만, 항공 등 다른 교통시스템과 데이터를 정보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원산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에서 수집・분석한다. 이후 이용객의 관광
행태 및 시설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서 상품 개선 및 신규 개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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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교통 3단계 구상도 (상: 전기자동차도로, 하: 관광도로)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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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교통 3단계 노선
·
·
·
·

도시구역 전역에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소음 감소, 대기오염, 수질오염 감소
자율주행 보스노선을 확대하여 통천지구, 금강산관광지구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통해 관광 트렌드 분석, 기존 관광상품 개선, 신규 관광상품 발굴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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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금강산관광지대 개발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사업 추진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관광지에 대한 낮은 접근성, 격리관광 형태로 운영된 고가의 프
로그램, 관광객의 안전으로 보았다30). 향후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원산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격리관광 형태를 피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원산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산시의 낙후된 교통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교통
안전성과 함께 주요 복지시설로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단절 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의 도입으로 대기오염 배출을 축소할 뿐
아니라 북한 최초의 스마트시티로서 선도적인 도시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스
마트 교통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 안내서비스와 관광 안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원산
시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북한 내 스마트시티 보급 과정에서 필요한 적
정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공급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국제적 규범이 적용된
데이터 및 통계 구축 과정을 선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는
투명성, 확장성, 유연성 등 정보통신 기술의 거버넌스적 속성을 이식하는 계기도 마련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산시가 한반도 동해안 축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원산과 남북
강원도가 연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마트 농업,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은 신산업 생
태계 조성도 시도해 볼 수 있다.

30) 이상준 외(2004),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국토연구원,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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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주요 15개 분야 및 단계별 협력과제를 개성공단지구 일대
에 적용해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사업으로 산업・물류 분야의 실천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1) 지역 현황
(1) 개성 광역권
본 연구에서는 개성 일대 광역권을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도시권
을 개성공단으로 한정한다. 개성공단은 개성시의 동남쪽, 직선거리로 약 6km 거리에
위치하며, 개성시와 개성공단 사이에는 이 둘을 연결하는 임진강 지류가 흐른다.
먼저 광역권에서 파악 가능한 주요 인프라는 철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을 들 수
있다. 개성공단과 개성시는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성역, 손하역, 봉동역, 판문역
의 4개 철도역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개성시가지 사이에 평양-개성고속도
로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개성공단과 개성 구시
가지는 일반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31).
개성공단의 전력은 기존에 한국의 파주 변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었고, 현재는 개성
공단 인근 수력발전소를 통해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예성강 청년 3호 발전소가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32).
개성시는 총 인구 308,440명(도시: 192,578명, 농촌: 115,862명; 2008년 기준),
면적 179.3㎢, 인구밀도 259명/㎢로 인구 수로는 20위권 밖의 작은 도시이다33).
31) 구글어스 위성사진 바탕으로 저자작성
32) 한국일보(2017.10.13.), “북한, 인근 수력발전소서 개성공단 전기공급 추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131430862596
33) 중앙통계국(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p.2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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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인근에 철광이나 석탄 같은 원료자원이 존재하지 않아 경공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중화학공업이 빈약하다. 개성시는 전통적으로 개인수공업과 상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도시로, 1954년 김일성의 현지지도로 방직업이 개성지역의 중요 산업으로 지
정되었고, 1955년 이후 각종 수공업협동조합이 발달하였으며 이후 1992년에는 개성고
려박물관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확대 건설했다34).
또한 과거 고려의 수도로서 많은 문화유적들이 남아있으며 국립개성역사박물관, 개
성고려박물관 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유물이 남아있다35). 또한
인삼 집산지로 농업협동조합 뿐 북한의 한방치료의학인 고려의학이 발달하여 개성의학
전문학교, 개성시인민병원 등이 설치되었다36).
개성공단은 격자형태의 도로망과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성 구 시가지는 일부
도시 중심지를 제외하고 자연 발생적인 도시구조가 남아있어 도시정비가 시급한 상태이다.

(2)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는 개발계획에서 전체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중 공단 800만평에 대한 1단계 100만평만 우선 조성되었
다37). 1단계는 일반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 2단계는 경공업과 조립금속 및 첨단
부품산업, 3단계는 첨단산업부분을 계획했다38).

https://nkinfo.unikorea.go.kr/nkp/search/search.do
34) 이찬우(2020.4.30.), 상호의존과 격리의 경계선에서 개성 땅을 바라보다(上)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327
35) 이찬우(2020.5.7.), 상호의존과 격리의 경계선에서 개성 땅을 바라보다(中)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348
36) 이찬우(2020.5.14.), 상호의존과 격리의 경계선에서 개성 땅을 바라보다(下)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03
37) 허만섭(2003), 개성공단의 개발방안: 개성공단 성공가능성과 개발전략,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5
38) 유창근(2013), 개성공단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혁신 사례 연구,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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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 개성공단 일대 지역현황 (상: 개성공단 위치, 하: 개성시-개성공단 인근 주요 인프라)

자료: (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부자료, (하) 구글어스 위성사진 바탕으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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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당시 국내 전기 자동차 사업자가 개성공업지구에 전기 자동차(승용차)
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적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도로주행
에 대한 법규 등으로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 몇 대를
시범운행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성은 1단계 100만평에 불과했으며, 당
시 건설된 주요 인프라는 전력, 에너지, 철도,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내 주요 시설은 모두 남측 이용 시설로 계획되었다39).
개성공업지구의 에너지・전력은 개발계획에서 열병합 발전소(전력, 지역난방)와
LNG 배관 공급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1단계 조성 시 전력은 남측전력을 송전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 개성공단 동쪽 외곽에 평화변전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공단 내 주요
에너지도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으나, 1단계 사업 진행 중 지역난방과 가
스공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했다40).
개성공단을 관통하는 삼봉천은 개성공단의 주요 자연요소이자 개성공단을 남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대신 두 개의 대로가 공단의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고 있다. 철
도의 경우 개성공단 동쪽에 판문역, 북쪽에 봉동역이 위치한다. 2003년에 남북궤도가
연결, 운행되었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되어 도로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41).
현재 위성사진을 조사했을 때 개성공단 내 북서쪽에 위치한 필지들이 대부분 비워져
있다. 섬유・봉제・의복 관련 산업은 2개의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가
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 외에 산업별 필지용도 현황 및 공장 외 기타시설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39) 변상욱(2020.7.15.) 개성공단지구 현황(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40) 변상욱(2020.7.15.) 개성공단지구 현황(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41)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정부포털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내용 참조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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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 개성공단 현황도 (상: 도로 및 하천, 하: 주요 시설 현황)

자료: 유창근(2013), 개성공단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혁신 사례 연구, p.58; 구글어스 위성사진 바탕으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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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 개성공단 현황도 (상: 필지 용도 현황, 하: 필지 이용 현황)

자료: 유창근(2013), 개성공단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혁신 사례 연구, p.58; 구글어스 위성사진 바탕으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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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방향 설정
(1) 지역 SWOT 분석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서해안 축은 환황해 신산업벨트로 계획되어, 주로 식품
제조,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산업을 포함한다. 신의주-평양-서울
로 내려오는 서해안 축은 북한 국토공간의 주요 축으로 해당 축에서 개성은 남한과 가
장 인접한 도시이다. 특히 개성은 서울-남포(평양)-원산으로 연결되는 대삼각벨트의
배후지역으로 인천-개성-해주로 연결되는 소삼각벨트를 구성해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42).
따라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한반도의 주요 경제권으
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거점으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첨단화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강점은 남북경협을 선행한 경험이 있고, 수도권과 인접할 뿐 아니라 평양-개성 고속도
로로 평양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신기술 보급의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 따라서 환황해권에서 신산업 거점도시로서 기능한다면 향후 주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 시에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개성 일대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특별 지구로 지정하는 등 신기술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서 개성시를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
하는 시범 단위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양빛 전지판을 기관, 기업소, 살림집과 가로
등, 정원등에 설치・이용하고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다43).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6년이 지나 기존 시설이 노후화된 것과 함께 장기
적으로 볼 때 공항, 항만과 같이 공단 확장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약점

42)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2017), pp.20-21
43)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강영실(2020.10.29). 남북경제협력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과제(국토연
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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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 한반도 서부축 회랑 인프라 구상도

자료: 이상준 외(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p.115 바탕으로 저자수정

표 5-11 | 개성공단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SWOT 분석
· 남북경협 선행경험
·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신기술 보급 가능성 높음
· 평양-개성 고속도로로 평양과의 접근성
좋음

· 환황해권 주요 산업도시 역할 수행시 서울
-평양 메가리전 거점도시 성장 가능
· 남북 접경지역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 수
용 가능

· 기존 공단시설의 노후화
· 공단 확장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공항, 항
만 등) 부족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
·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의 공간적 불균형 발
생 가능성
· 남북 접경지역으로 사회문화적 충돌에 따
른 분쟁 발생 가능성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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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기초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개성공단지역과 개성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불
균형이나 남북접경지역으로서 사회문화적 충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2)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
북한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낮은 인건비와 토지 수용비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
나,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점진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고도화 진행을 위해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진
행 중인 ICT 기반의 융복합화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지식경제 실현을 목표로 첨단기술개발구 도
입, CNC 정책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기술도입, 기술무역발전, 지식경제시대
경제일꾼 육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개발구를 지정했으며44), 최첨단
돌파를 강조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CNC45) 기술을 선택하고 이것을 전 산업으로 확
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46).
이처럼 북한 내부에 스마트 공장과 유사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 과정 중 기술 이전, 정책 수립 등 개발도상
국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선진국의 역할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개성,
해주 등 남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Test-bed)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스마트 인프라조성을 위한 중점협력사업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정 기술을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스마트

44) 북한의 첨단기술구 관련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임을출(2019), 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3호
45)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란 컴퓨터를 통해 수치를 제어하여 작동시키는
공작기계 전반을 일컫는 용어로 CNC 공작기계라고 부르기도 함
46) 현재 CNC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초고속 병렬·복합화까지 발전했으나, 북한은 낮은 수준의 복합화에 진입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승혁(2016), 북한과학기술의 수준 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도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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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 개성공단과 한국 주요 스마트시티 비교

자료: 저자작성

플랫폼 등을 통해서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한국에서 조성되었거나(송도 스마트시티),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부산 에코델
타시티, 세종 5-2 생활권 스마트시티)들과 개성공단과의 규모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전체 면적이 2.11㎢로서, 세종(3.19㎢), 부산(2.08
㎢)과 유사하고, 송도(7.17㎢)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이다47). 그러나 송도 스마트
시티의 경우 녹지 공간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개발 면적은 개성공단과 유사하다.
스마트 산업단지의 구성요소는 크게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업단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산업단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국가 노후산단의 형태로 존재해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관련 사업은 기존 노후산단의 고도화 사업,

47) 저자가 구글어스 위성사진 바탕으로 직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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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 한국의 스마트 산업단지의 유형별 접근 방식
비고

1
유형

사업유형

산업단지
구조고도
화

정의

유사업종 집적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주요 사례
구미, 남동,
반월시화,
서울디지털
(이하 국가산단) 등

사업 목표 및 내용
혁신공간
창출

산학연 융합단지, 환경업종 집적화 공장,
청정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기업
역량강화

혁신지원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산학융합지구 건립 등

혁신환경
조성

근로자 기숙사, 어린이집 건립, 통근버스
증설 등

제조혁신

2
유형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미래형 산단

창업공간 조성

3
유형

융합기술
중심 산단
조성

스마트공장 확산, 데이터·자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ICT기술 활용
창원, 반월시화
공장 간 데이터, (이하 선도산단) 근로·정주환경
지역 맞춤형 정주 및 편의·복지시설 지원
개선
자원을 연계해
남동, 구미
생산성 극대화 (이하 신규산단) 등
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융합기술 중심
첨단 혁신
클러스터(연구
개발단지) 조성

판교 제1,
제2테크노밸리

테스트베드화
창업공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
ICT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ICT-문화 융합 허브 조성

기업별
사업공간

공공주도 기업 성장공간 조성
민간 벤처 육성 공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산업협력 공간 조성

매력적인
도시조성

소통, 교류 활발한 도시 조성
미래형 도시 인프라 조성

자료: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9.11),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2) 스마트 선도 산업
단지 2곳 선정; 판교창조경제밸리(2017), 판교 제2테크노밸리 브로셔; 이성주(부산광역시청), 이주현(경상남도청)
자문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저자작성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첨단 제조업 산단 신규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며, 이와 같은 단계별 접근은 북한의 산업단지 조성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구조 고도화와 관련된 주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집 및 관련 통
계 구축, 북한 실정에 맞는 적정기술 파악 등의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후
공단 생산품의 가격 우위 확보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
수 향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경공업, 가전 등 조립산업, 상
업・유통 등)에 대해 스마트 공장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내수산업 중심 인프라에서 환황해 진출을 위한 해운직항로, 물류 관련 인프라 등
기초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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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앞서 설정한 단계별 목표에 따라 개성공단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의 단계별 방안
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로 기존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스마트 산업단지의 기반을 형성한다. 동시에 개성시
의 산업기반이 되는 농업, 관광업, 서비스업, 경공업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된 사업들
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림 5-24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방안

자료: 저자작성

2단계는 자본투입형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성공단을 확장하
고 개성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한다. 또한 평양-개성-인천을
연결하여 환황해 축의 기능을 강화한다.
3단계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생산이 요구되는 시기로 개성공단의 스마트 산업단지 기
능이 강화된다면 융합기술 기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까지 시도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개성-해주를 연결하여 해운직항로를 다각화할 수도 있다. 또한 개성시에는
솔루션 중심 스마트시티 사업을 실행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앞서 5장 1절에서 선정된 15개 분야의 목표
및 조성방향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단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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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
분야

추진
시기

목표

· 기존 수력발전소 복구
및 발전능력증설
· 기존 송배선망개건보수
· 개성 구시가지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용

1단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접근성 보장

에너지

세부과제

·

수력발전소(예성강청년수력발전소1~6
호)현대화
· 개성공단 평화변전소-문산변전소업그레
이드
· 태양빛전지판을 기관, 기업소, 살림집과
가로등, 정원 등에 설치, 이용

2단계

· 개성시에너지, 난방체계
개선

· 수력 발전소 신규 건설 및 송전망신설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태양빛, 태양열)개
발,이용
· 개성시를친환경에너지 시범 단지로 지정
· (폐기물 처리 및활용) 열병합발전소 건설

3단계

· 국가전력관리체계 개선

· 스마트그리드완성

1단계

· 개성공단 1단계 교통 개
선
· 개성시대중교통체계 개
선

· 스마트 철도 통신 및 신호체계 활용해 경
의선 철도(개성-문산) 개건
· 개성공단-서울 연결로(자유로)스마트도
로현대화
· 개성시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2단계

· 평양·개성 간 교통 개선
· 인천·개성 간 교통 개선

· 서울-개성-평양 고속철도 신설
· 스마트 철도 통신 및 신호체계 활용해 개
성-해주철도미연결구간 연결
· 평양-개성 연결 고속도로 스마트도로현
대화
· 인천-개성 연결 스마트도로신설

3단계

· 해주·개성 간 교통 개선

· 해주-개성연결 고속철도 신설
· 해주-개성 연결 스마트도로신설

교통
(철도,
도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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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분야

추진
시기

목표

1단계

물관리
(상하수도)

2단계

식수 및
위생시설
관리능력
확보와
접근성 보장

3단계

1단계
방재

2단계
3단계

1단계
통신

과학적 재난
관리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주요
국가기반시설
로서 통신
인프라 조성

2단계
3단계

1단계
농수
산업
2단계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발전과
식량 자급자족
실현

3단계

1단계
환경
2단계
3단계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실천과제

세부과제

· 기존 상하수도 시설개보수
· 1일 물 공급량 보장
· 산업폐수, 생활오수처리

· 개성공단 도수관로(월고저수지-개성공단
정수장), 송수관로(개성공단정수장-자남
산배수지) 활용 용수공급 재개
· 개성공단 오폐수처리장재개
· 개성시내 오폐수처리장신설

· 오폐수농도 국가기준보장

· 스마트워터폐회로 시스템 구축
· 개성시상하수도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개인 맞춤형 물관리로운
영 최적화

· 스마트워터운영최적화시스템 구축
· 실시간 운영 관리 시스템 제공(수질, 누수
감시, 분석 등)
· 실시간 고객 서비스(물 사용량, 요금, 수질
등 정보제공)

· 수해방지사업실시

· 개성시관개, 제방 현대화 사업

· 재난재해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 개성시홍수, 산사태, 가뭄, 지진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

ㅡ

ㅡ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국가경제관리정보체계 수립
· 금융업무의 디지털화,
무인화 실현

· 개성시 통신망 공급
· 개성시 인구, 경제지리, 소비수요, 경제순
환관련 지표체계, 자료수집, 분석방법 수립
· 개성시전자결제체계 완비

· 국가금융정보망 구축

· 개성시 은행업무 정보체계 구축

ㅡ

ㅡ

· 스마트 영농기술 도입

· 개성 농촌지역을 도시근교 농산물 생산
및 고려인삼 재배지구로정비
· 고려 인삼밭스마트 영농기술 도입
· 개성 농촌지역 내 관광형생태농원조성

ㅡ

ㅡ

ㅡ

ㅡ

· 산림복구 사업 시행
· 토지보호사업 시행에 따
른 농지면적 증가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 개성 일대 산림복구 사업 실시
· 개성 일대 농지복구사업 실시
· 개성일대 국토정보자료기지 구축에 따른
자연재해방지기술 활용

ㅡ

ㅡ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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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시기

1단계
주거

목표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거주지 조성

2단계
3단계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
축, 제로탄소건축기술 도
입
· 상업, 서비스 시설 현대
화 및 다양화
· 도시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제로탄소건축
기술 활용 노후 건물 보수
· 경원선 철도, 개성시내 도로 주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 신규 주거단지 개발

· 개성시관광지구 내 도시한옥단지 개발
ㅡ

· 전자매체를 활용한 원격
교육망실현

· 개성 내 초,중,고등학교원격교육 확대
· 개성 내 전문학교, 대학(개성사범전문학
교, 송도정치경제대학)원격교육 확대

· 지방경제기관 경영자 의
식 개선

·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경영자 의식교육확대

ㅡ

ㅡ

· 녹색관광 활성화
· 개성공단 1단계 추진
· 경공업 수출품 생산기지 건
설
· 공장, 기업소에 통합생산체
계 및 경영정보관리체계 구
축

· 개성시및 한옥보존지구 관광지 개발
·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재개
· 경공업(식료품공업, 일용품공업, 섬유공
업, 제약공업) 육성
· 식료품공장(개성종합식료공장, 개성고려
인삼주공장, 개성기름가공공장)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 경공업공장(개성방직공장, 개성구두신발
공장, 개성직물공장, 개성제사공장, 개성
시계생산협동조합, 개성제지공장, 개성
제화공장, 목재일용품공장, 자남산수출
피복공장, 개성수지일용품공장, 개성사
기제품공장)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2단계

· 개성공단 2단계 추진
· 중공업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 공장, 기업소에 통합생
산체계 및 경영정보관
리체계 구축

· 개성공단 2단계 (150만평)재개
· 중공업(금속공장, 화학공장) 신규건설
· 기계공장(개성종합기계공장, 개성정밀기
계공장)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
· 건재 및 석재공장(2.8 시멘트연합기업소,
개성유리공장,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 개
성석재가공공장) 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
입

3단계

· 개성공단 3단계 추진

· 개성공단 3단계 (550만평) 재개

2단계

모든 인민의
양질의
교육보장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

3단계

1단계

경제성장에
따른 단계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
클러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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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ㅡ

1단계
인적
역량
강화

실천과제

추진
시기

분야

목표

1단계
2단계
물류
3단계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한
대외경제
활성화

1단계

전자
정부

2단계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체제 안정

1단계

의료/보건

인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료체계
복구

1단계
2단계
3단계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운영제도
확립

1단계
2단계
안전
3단계

ㅡ

ㅡ

ㅡ

ㅡ

· 해주·개성 간 물류 개선

맞춤형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 해주항을개성공단 배후항으로육성

ㅡ

· 행정전산망구축

· 6대 우선업무(주민등록,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경제통계) 개성시행정전산망
구축

· 행정 전산화 완성

·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전산화, 정부정보의
공개 촉진

ㅡ

3단계

시민
참여/
커뮤
니티

세부과제

ㅡ

3단계

2단계

실천과제

ㅡ

· 원격의료 활성화

· 개성의학전문학교, 개성인민병원 중심 원
격의료체계 구현

· 의료보건관련 산업 강화

· 서양의학과 한의학 통합의료산업지구 조성
· 개성시관광지구 연계한 의료관광 활성화

ㅡ

ㅡ

ㅡ

ㅡ

·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
폼 구축

· 개성시지자체 주도 리빙랩협의체 수립 및
운영

ㅡ

ㅡ

ㅡ

ㅡ

· 공공서비스부문 디지털화

· 데이터 기반 도시재난(소방서비스, 경찰
서비스등) 서비스 제공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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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공단지구 일대 산업클러스터분야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1) 상향식의 스마트 공장 계획
개성공단지구 일대 산업클러스터 분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는 3D
프린팅, 로보틱스,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산업단지로 계획했다.
3D 프린팅과 로보틱스를 이용한 제조업은 소비자 관련 데이터, 생산과정 및 제품 관련
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 축적, 분석하여 새로운 공정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 로보틱스,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 기반 제조업
공장을 구축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
며, 생산기간 단축, 고용인력 감소, 생산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스마트 공단에 적용되는 스마트 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이 연결된 유연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은 생산 공정의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공정을 관리하고 외부
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지속해서 발전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딜로이트는 정해진 크기의 공장을 만들고 내부의 생산라인을 그 안에 맞추는 기존의
하향식 제조업 공장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특성 있는 개별생산 단위들이 결합하고 확
장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상향식 설계방식이 미래 스마트공장 유형이 될 것으로 예
상하였다.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단일 생산 유닛은 최근의 대형 3D프린터와 장비 크기를 고려하
여 2.2m x 1.5m x 2m의 대형 3D프린터와 관련 장비로 구성된 10m x10m x 5m
크기로 형성한다. 이 생산 유닛이 확장되어 생산라인이 형성되고 생산라인이 모여 공
장과 공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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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 대형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공정 단위유닛 설정

자료: (좌) 딜로이트에서 제시한 스마트공장 개념도, 출처: Rick Burke 외(2017.8.31.), The Smart Factory:
Responsive, adaptive, connected manufacturing,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focus/industry-4-0/smart-factory-connected-manufac
turing.html (우) 저자작성

그림 5-26 | 개성공단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조성의 단계별 전략

전략1

생산유닛-공장

전략2

공장-블록

전략3

블록-공단네트워크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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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설계
스마트 공장 설계는 단위 조직의 확장 설계와 함께 공장 간 네트워크 설계가 필요하
다. 토론토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사이드 워크 랩(Sidewalk Lab)의
경우, 이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 쓰레기처리
시스템, 우수처리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개성공단의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은 북한의 대체 에너지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PVT 복합패널을 활용한 태양열 에너지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태양광과 태
양열 에너지를 동시에 집적하여 집열 효율이 개선된 PVT 복합 패널이 개발되어 에너
지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 공장의 대체에너지로 활용한다.
오물 처리는 개별 건물에서 쓰레기 처리관을 이용해 별도 수거하고, 건물 지하에서
일괄 수집한 뒤 처리하도록 계획한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로의 쓰레기 노출을 줄이고
쓰레기의 신속한 수집・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단 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5-27 | 바이오에너지 생산 개념도(Sidewalk Lab 제시)

자료: Sidewalk Lab (2019) 'Toronto Tomorrow: A New Approach for Inclusive Growth-Urban Innovation',
p.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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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스마트 산단화
개성공단의 스마트 산업단지는 기존 기업 보호를 위해 기존 공장 블록과 스마트 기
술을 도입한 새로운 공장 블록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계획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은 현재 공장이 없는 필지를 대상으로 계획되며 추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로 가용
면적이 넓은 필지들을 위주로 선정한다.

그림 5-28 |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조성의 추진전략

자료: 저자작성

또한 개성공단의 스마트 산단화는 아래와 같은 전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시범 적용지역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선정한다. 첫째, 기존 공장 건
물주-사업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공장이 없는 필지와 블록을 고려한다. 둘째,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변에 가용면적이 넓은 필지를 고려한다. 셋
째, 향후 공단 내 교통시스템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성시와 연결된 대로
의 연장선을 주로 고려한다.
위의 조건에 따라 아래 그림 상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선정하였다. 해당 블록
에 앞서 제시한 스마트 공장 생산유닛, 생산 라인 및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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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네트워크에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쓰레기 처리시스템, 물류 시스템,
우수시스템 등이 계획되어 에너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포함
된 공장들은 창고와 운송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인접 공장들 간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개선된 차량 동선과 가로 환경은 공단 내 보행 환경과 안전 환경을 개선해서 근
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상승시킨다.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 2단계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노선의 운행을 위해 앞서 선정된
지역에 면한 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정거장을 설치한다. 개성공단 내부를 순환하는 자
율주행 버스노선의 운행을 개시해서 근로자들의 공단 내 이동을 지원해 공단 내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단 내 주요 시설물 위치와 보행영역을 고려해 순환
버스노선의 정류장을 선정하고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범 적용지역 조성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과 공장 네트워크를 주변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군집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때
남북의 효율적인 기술협력과 운영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부지에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해당 센터 건립으로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 2단계 추진과
자율주행 버스노선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향후 확장될 스마트 산
단 시스템 관리도 준비할 수 있다.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 3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개성공단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
을 추진한다. 현재 공장이 세워지지 않은 블록 중에서 3개 이상의 인접 필지가 비워져
있는 필지를 선택해서 대규모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도 추가해서, 2단계에서 건설된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노선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공단 근로자의 원
활한 출퇴근을 통해 양질의 근로인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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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공간구성

자료: 저자작성

그림 5-30 |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조감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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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1단계 구상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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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2단계 구상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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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3단계 구상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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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초기에 개성공단은 관련 연구를 통해 경공업 제조업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첨단
산업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48)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개성공단 성공의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성공단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점차적
으로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4차
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 장소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의 영세
제조업 고도화 방안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제조업 고도화 관련 기술 이전, 관련 정책 수립 등이 이뤄지면 개발도
상국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선진국의 주요 역할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앞서 3장에서 언급한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의 좋은 예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고도화를 통해 개성공단이 주요 경제 거점이 되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서해경제공동특구가 한반도의 주요 경제권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개성이 환황해권에서 신산업 거점도시로서 기능한다면 향후 주요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 개성공단 및 개성시 일대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48) 이상준(2004),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국토연구원,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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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과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1)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천과제들은 남북경제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남북경협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남북 간 협력구도를 바탕으로 실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사례를 볼 때,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인프라 사업은 당국의 개발총
국이 나서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49). 그러나 이러한 개발총국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천과제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 개발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스마트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규
모 인프라 사업은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 구도로 접근하되, 이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관리 측면에서 도나 시・군 인민위원회 산하 도시통합운영부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 원산시와 개성시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단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데이터들을 통합・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제안하며, 이것을 원산시, 개성시 지방정부가
이양받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지방공업부(제조업), 상업부(서비스업), 도
시경영부(도시 유지관리 및 녹지 관리)와 같이 기존 북한 지방도시에서 도시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부서들을 스마트시티 운영과 관련한 부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남한의 민간 기업 간 협력 구도를 만드는 등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의 도시운영 권한을 높여서 북한 지방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향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나 개성공단지구 일대 남북
지자체들 간의 도시협력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49) 개발총국은 기본적으로 마련된 횡적 관리체계(각 성별 관리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적 관리체계 개념으로 일종의
TF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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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일대 스마트시티 운영시스템 제안

자료: 저자작성

그림 5-35 | 개성공단일대 스마트시티 운영시스템 제안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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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천과제들은 초기 남북경협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주
요 재원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제안
하는 실천과제들은 스마트 인프라의 특성 상 공공주도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스
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집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을 지
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이 때 개발수익을 다시 정부나 지방단체의 도시운영관리 비
용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토 ‘인프라’ 외에
디지털화 ‘기술’, 이에 파생되는 ‘서비스’ 등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전통적인 인프라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결합하여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의 토대를 만들고, 이후 다양한 융복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도시운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스마트시티 조성 시 개발 수익을 다시 스마트시티 운영관
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에서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것
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원산시 스마트시티는 관광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사고・재난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IoT 센서,
CCTV, 관련 기관의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수집・분석하여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운영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광운영 데이터, 교통시설관리데이
터들이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개성공단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시스템의 경우, 1단계 데이터 수집・분석, 2단계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활용, 3단계 데이터 및 분석 결과의 공단 전체 적용 및 유통・확산의
단계별 접근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분석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산업단지 운영 데이터, 스마트 공장 운영 데이터, 교통시설관리 데이터
등이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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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 개성공단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업무범위에 따른 수집 데이터 분류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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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제도 마련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 될 경우 북한도 다른 체제전환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도
시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가 예견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북한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원칙, 기본방향, 우선 추
진 분야 등을 포함한 스마트 인프라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먼저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들을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초기에는 북한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이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수
정・보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경우 북한 당국이 직접 관리주체가 되면서 기존의 개발업자 관련 규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공동 협의기구 조직이 가능하다고 명시50)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 투자자,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협의기구를 통해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할 수 있고,
향후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국내 법을 준용하여
스마트 인프라 활용 남북협력과 관련해 포괄적인 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협력은 인프라 건설 협력이나 투자 협력 외에 스마트 인프라 가이
드라인 구축, 스마트 인프라 성과지표 구축, 관련 인력교육, 연구교류 및 협력 등 다양
한 인적 교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스마트인프라 협력센터(가칭)’를 설
립하여 한국의 스마트인프라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관련 기업의 북한 진출을 지원하며, 관련 사업들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50)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주요 내용 비교
http://ccej.or.kr/special_post/%EA%B8%88%EA%B0%95%EC%82%B0%EA%B4%80%EA%B4%
91%EC%A7%80%EA%B5%AC%EB%B2%95%EA%B3%BC-%EA%B8%88%EA%B0%95%EC%82
%B0%EA%B5%AD%EC%A0%9C%EA%B4%80%EA%B4%91%ED%8A%B9%EA%B5%AC%EB%
B2%95%EC%9D%98-%EC%A3%BC%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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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동반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개성공단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
천과제를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나 향후 북한 전역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의 내용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협 국토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했
다. 이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활용 공간 조성에 따른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을 협력
목표로 두고 북한의 국토 인프라 개발이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하
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개성공단지구의
실천과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각 장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남북경협 패
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에 앞서 4차산업혁명과 기타 글로벌 여건변화를 살펴보았고, 과거 남북경협의 내용을
대북정책과 국토 인프라의 틀 안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남북경협은 남북경
협의 제도화, 남북 간 경제적 상호보완 가능성 실증, 군사적 갈등관리 이행이라는 측면
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상호 간 근본적인 개념 차이,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경협형태,

제6장 결론 ･ 221

핵 문제로 인한 사업 다각화・첨단화 실패라는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기 과학기술 기반 경제발전전략의 등장과 남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효율성 제고와 기술혁신과 같은 성장잠재력이 확보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남북경협은 한
반도의 새로운 경제 성장전략 및 성장경로 창출을 위해 상호 간 경제 연관 수준을 높여
야 하지만,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신 IT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인 성장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최
근의 논의와 국토 인프라 분야의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
협력의 추진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두 가지 해외 사례를 통해 국토 분야의 스마트 인프라 기반 남북협력 가능
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의 주요 체제전환국(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참여를 통해 국토 인프라 개발을 통한 북한의 4차
산업 준비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역내 외 많은 국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과 디지털 일대일로(디지털 실크로드)에 의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이 스마트 인프라
기반 남북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북한 국토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각 분야의 단계별 목표 및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15개 분야에 대해 각각 삼 단계에 걸친 단계별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협력과제들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개성공단지구에 적용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점협력사업으로 각각 교통・통신분야와 산업・물류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산시에는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의료, 관광 서비스를 연계한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은 스마트 산단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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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국토 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남북경협 방안을 제
시하여 정부부처에는 새로운 정책 입안 방향을 제시하고, 독자들에게는 남북경협에 대
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사회 변화 및 인프라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실천과제 제시로 남북경협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긍정
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 인프라 개발이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하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개성공단지구를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
다. 이것은 앞서 5장 1절에서 제시한 북한 국토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 시 요구되는 주
요 분야, 목표,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다양한 지역과 문제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탄소 정책이 국제 아젠더로 부상한 것과 통신 관련 주요 기술이 국제
안보와 연관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해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북한의 기반시
설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발구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진
출에 있어서 혁신기업 진출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등을 고려한 새
로운 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 좀 더 미시적으로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기술혁신 수요
에 대응한 건설분야 진출 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추진체계나 재원조달 방안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소개한 ASCN의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과 같은 협력 네트워
크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국가 간,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 인
프라 개발 시 주변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기술과 막대한 소요 재원을 조달
하는 방안이 새로운 개발구상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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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Sma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Wonsan and Kaesong
Kim Mina, Lee Hyunju, Oh Hoyoung, Yoo Seungho, Lee Jaecheon, Cheong Jaewan

Key wor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n Regional Planning, Sma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issues that determine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changes at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cooperative strategies for the l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ursued under th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cooperative goals for sma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Sma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pursuit of balanced economic growth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uthor also
has suggested a specific realization plan for the proposed cooperative goal
through practical tasks in regard to the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remainder of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Section II discusses the
major featur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xamines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se. A paradigm shift that is
needed in such inter-Korean relations is then detailed. In other words, the

SUMMARY ․ 247

effect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analyzed along with the
issues that limi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explain the need for
the paradigm shift.
Based on this need, Section III presents a new paradigm fo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operative strategies for l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particular, bas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urrent policy for North Korea, the new paradigm needed for
inter-Korean relations is analyzed, and five action plans are suggested for land
infrastructure,

additionally

considering

conditional

changes

in

land

infrastructure.
Section IV introduces two cases of smart cities abroa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mart infrastructure design for smart cities as the ultimate goal
of inter-Korean cooperation. First, based on the ASEAN Smart Cities Network
(ASCN), this study proposes joint development of smart cities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partnership and the application of such partnerships to
inter-Korean land economic cooperation.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based on smart infrastructure, this study examines
how to use smart infrastructure in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n
aging population, urban-rural disparity, and boosting domestic demand through
China’s smart-city creation projects, and investigates the status of ongoing smart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Section V describes a broad definition of a smart city in North Korea to
derive necessary practical tasks for land infrastructure under a new paradigm.
As a result, 15 categories are finalized as necessary conditions for building the
smart cities required in North Korea, and goals and action plans are defined for
each categ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s the testbeds for smart city
technologies in North Korea, the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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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e selected given their
representativeness of North Korea. Consequently, the author suggested practical
tasks for land infrastructure required to promote ICT manufacturing and
integrated tourism, respectively.
This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of policymaking by proposing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land infrastructure, which
reflects a paradigm shift.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respond to
institutional demand on policymaking in relevant fields by proposing a new
direction fo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a that is included in the
national agenda.
Where regards the positive impact of this study, as the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and infrastructure demand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posed practical tasks have high potential to be
realized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Nonethel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although the major
practical tasks are developed in line with a paradigm shift, this study fails to
address the systematic support and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implement
the tasks in the real world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project. Furthermore,
the tasks are focused on transport and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does not
include various fields, posing another limitation.
As such, in future studies, the proposed practical tasks need to be further
expanded to include a broader range of regions, fields, and urban issues based
on North Korea’s smart infrastructure with the goal of the creation and action
plans described herein in the first paragraph of Section V. In addition, the
conne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suggesting
solutions for the specific promotion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implement such tasks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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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전문가 그룹별 주요 의견
1) 전문가 그룹 분류
구분

한국경제와의 최신기술 활용
연관도
가능성

그룹 1

높음

주요 전문가

높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최은주(세종연구소)
민경태(통일교육원)
유창근(SJ테크 회장,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이찬우(테이쿄대학)

그룹 2

높음

―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김갑식(통일연구원)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종규(한국개발연구원)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석기(산업연구원)

그룹 3

―

높음

권영경(통일교육원)

그룹 4

―

―

임강택(통일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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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그룹별 주요 의견
(1) 그룹 1_남북경협 재개시 한국경제와의 연관 수준이 높아야 하며, 최신 기술
활용 가능성 또한 높다는 주장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남북경제협력은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 분야를 기반으로 새 길을 열어
가야 함

∙ 임을출(경남대학교)
남한의 4차산업 인프라와 북한의 고급 ICT 인력 결합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 가능.
ICT 분야 협력의 초기단계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교육분야 개발을
먼저 지원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로 단계적인 협력 실행 필요

∙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지난 10년간 남북경협 단절로 관련 연구의 수요가 거의 사라짐. 글로벌 저성장, 중국
의 부상에 따른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과 기술확산 등을 반영한 남북경협 프로그램
제시 필요

∙ 최은주(세종연구소)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존 사업 방식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민경태(통일교육원)
인간 노동력 기반 성장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임금 경쟁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경협 모델에서 지식기반 산업과 4차산업분야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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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근(SJ테크)
향후 개성공단은 단순 노동집약형 제조업보다 첨단산업분야 업체들이 입주해야 함.
전기차 부품 등 기술력에 바탕을 둔 첨단제품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음

∙ 이찬우(테이쿄대학)
에너지, 소재 분야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2) 그룹 2_남북경협 재개시 한국경제와의 연관 수준은 높아야 하나, 최신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
∙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새로운 남북경협은 경제적 정상국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수행하는
수많은 경제거래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한국경제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

∙ 김갑식(통일연구원)
남북경협은 남북경제의 공동성장과 북한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고, 선도적 역할과
점진적・단계적 추진의 균형을 이뤄야 함

∙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하는 설득 논리로 처음부터 원대한 목표를 내세우기 보다는, 남과 북이
당면한 경제적 현실에서 남북경협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이종규(한국개발연구원)
향후의 남북경협은 각각의 사업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국내적인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음. 따라서 남북경협은 단순한 대북정책이나 원조정책이
아닌 우리 경제정책의 일부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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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소비시장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 요소시장의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후진국 협력에서 벗어나야 함. 남북한 산업 연관성, 생산네
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이석기(산업연구원)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과거와 같이 접경지대에서
국지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북한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북한이 기술집약적인 산업 중심 경협을 선호, 요구하더라도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사업 아이템이 많지 않으며, 당장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규모의 측면에서 우선될 수 밖에 없음

(3) 그룹 3_남북경협 재개시 한국경제와의 연관 수준에 대해서는 유보적, 최신
기술 활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입장
∙ 권영경(통일교육원)
북한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거한 해외자본 유입과 이를 기초로 하는 산업의 정상화
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토대를 활용하여 ICT 기술을 결합한
‘특구중심의 경제개발’ 의도를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기대들을 지나치게 앞서서 표출하고
있는데 신 남북경협시대의 남북경협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과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새로운 북방경제협력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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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 4_남북경협 재개시 한국경제와의 연관 수준 및 최신 기술 활용 가능성
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
∙ 임강택(통일연구원)
사업 범위나 방식 등 남북경제협력의 큰 틀에 대해서 북한당국과 협의해야 함. 국내는
공감대 형성과 추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경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경협은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문제, 주변국과 비교한
우리의 분야별 경쟁력 진단 및 제고와 관계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북한의 시장화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당국 모두에 유인이 존재. 북한은 시장
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남한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협력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북한은 자국 수요와 기술획득 필요성을 내세울 것이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시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견인하면서도 북한을 만족시키는 사업 선정이 쉽지 않을 것
북한의 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단일시장의 형성은 힘듦. 남북시장
의 단일화는 시장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따라 천천히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

∙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하나의 시장 협력을 비롯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비핵화 진전 상황, 여건 조성 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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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디지털기술 기반 남북경협 관련 주요 전문가 의견
이름 및 소속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주요 의견

출처

· ICT 기반 한반도 공동발전
·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하기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한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남북협력 준비는 빠를수록 좋음
ICT 교류협력 심포지엄
(2018.7.17.)

김영윤
· 남북경제협력은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 · 아주경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분야를 기반으로 새 길을 열어가야 함
(2020.4.5.)

칼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남한의 4차산업 인프라와 북한의 고급 ICT 인력 결합으로
· ICT 기반 한반도 공동발전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한
· ICT 분야 협력의 초기단계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해
ICT 교류협력 심포지엄
보건·의료·교육분야 개발을 먼저 지원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2018.7.17.)
경제특구로 단계적인 협력 실행 필요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지난 10년간 남북경협 단절로 관련 연구의 수요가 거의 사라 ·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학
짐
술회의 ‘4.27 판문점선언
· 글로벌 저성장,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1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2019.4.27.)
과 기술확산 등을 반영한 남북경협 프로그램 제시 필요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존 사업 방식 뿐만 아니
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 부문에서의 · 세종논평(2020.6.12.)
기술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

· 김정은 정권이 생각하는 ‘우리식 변화 모델’은 글로벌 가치사
슬에 의거한 해외자본 유입과 이를 기초로 하는 산업의 정상 · KDI북한경제리뷰(2018년
화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토대를 활용
5월호)
하여 ICT 기술을 결합한 ‘특구 중심의 경제개발’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 북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
가능

·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
티로 꿈꾸다 정책세미나
(2019.7.16.)

이춘근
· 통일 U-Korea(따뜻한 디지털 세상)건설로 남북한 정보격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응 및 해소 필요
선임연구위원)

· 제27차 북한정책포럼 세미
나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남북한 동반성장
(2019.11.15.)

김희수
(KT 소장)
유창근
(SJ테크 회장,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접근법 · ICT 기반 한반도 공동발전
필요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한
· 중국, 베트남 등은 체제안정과 ICT 육성이 병행할 수 있다는
ICT 교류협력 심포지엄
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
(2018.7.17.)
· 향후 개성공단은 단순 노동집약형 제조업보다 첨단산업분야
업체들이 입주해야 함. 전기차 부품 등 기술력에 바탕을 둔
첨단제품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음

· 유창근 에스제이테크 대표
“전기車 부품으로 개성공
단 재도전”
(매일경제 2018.7.5.)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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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중국 국가급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현황
표 1 | 중국 주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개요
사업명

국가스마트시티
(1)
시범사업1)

주관부처

주택도시농촌건
설부

지정시기

주요내용

1차(2013.01)

·각 부문 데이터 공유 및 응용, 도시 공공정보 플랫폼
건설, 도시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운영체계 건설

2차(2013.08) ·신형도시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해결
3차(2015.04) ·과학기술부 공동 주관으로 관련 기술 발달에 집중
1차(2014.09) ·국가전략적 기초 인프라로서 광대역 인터넷 강조
2차(2015.10) ·4가지 항목(광대역 통신망의 이용자수, 보급률, 속도
개선, 정보 응용) 개선
3차(2016.07)

(2)

광대역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3)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
시범지역

과학기술부·국
가표준화관리
위원회

2013.10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체계 형성
·국가 과학기술(클라우드 컴퓨팅, IoT, 이동통신)과 연
계한 실시방안 마련

(4)

정보혜민
국가시범도시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외12개
부처

2014.06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새로운 모형 구축

(5)

국가정보소비
시범도시

공업정보화부

(6)

스마트여행
시범도시

국가여유국2)

(7)

중국-EU
중국정보통신연
스마트시티
구원·DGCO
협력시범도시3)
NNECT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전자정부
플랫폼
(8)
건설·응용
시범지역

공업정보화부

1차(2013.12)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2차(2015.01) ·광대역 중국 전략과 연계를 통한 정보 인프라 개선
1차(2012.05)
2차(2012.12)

·민간 자본의 스마트여행 건설참여 유도

2013.11

·중국-EU 그린스마트시티 전문가 집단 설립
·중국-EU 각 15개 시범지구 선정 및 비교연구4)

2013.09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 전자정부 플랫폼 건설

자료: 저자 작성

1) http://www.mohurd.gov.cn/wjfb/201302/t20130204_212789.html
http://www.mohurd.gov.cn/wjfb/201308/t20130805_214634.html
http://www.mohurd.gov.cn/wjfb/201504/t20150410_220653.html
2) 지정 당시에는 국가여유국이었으나, 2018년 3월 중국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부와 통합되며
‘문화여유부’로 변경
3) 중국-EU 도시화 파트너쉽 포럼(2013)에서 정식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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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중국 주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지역별 조성 현황
사업
지역
베이징시
상하이시
충칭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시성
네이멍구
자치구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산둥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광시좡족
자치구
하이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베트
자치구
섬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후이
족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합계

(1)
(2)
(3)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

(5)
(6)
(7)
1차 2차 1차 2차

(8)

합계

4
1
2
2
6
3

2
2
2
3
4

5
1
2
4
3

1
1
1
1
-

2
1

2
2

2

1
1
1
1
3
2

1
2
1
1
4
1

1
1
1

1
-

1
1
1

1
1
1
-

4
-

20
7
11
11
23
20

1

3

1

-

2

3

-

2

-

2

-

-

-

10

24

2
2
3
9
5
4
3
2
8
6
2
5
6

3
5
3
7
5
6
2
4
8
3
4
5
3

3
5
3
5
4
5
3
5
10
2
5
6
1

2
1
2
4
1
2
3
2
4
2
1
1
3

2
1
1
1
2
1
2
3
2
5
1
3

1
1
3
1
3
1
2
3
1
2
-

1
2
3
1
2
2
2

4
3
3
3
4
3
4
3
4
3
3
3
4

2
3
2
4
4
3
3
2
4
2
3
3
4

1
2
1
2
1
2
1
2
2
2
1
1
1

1
7
1
1
3
1
1
1
-

1
1
2
1
1
1
1

3
2
1
1
3

2
15
1
5
5
-

22
23
21
51
31
34
39
24
55
32
28
28
31

-

4

3

-

-

1

-

3

3

1

-

-

-

-

15

1
3
3
1

3
5
2

6
1
3

3
1
-

4
1

1
3
1
1

1
-

3
1
3

1
4
2
1

1
1
2

1
-

2
1

1
-

3
-

3
33
20
15

1

1

-

-

-

2

-

1

-

-

-

-

-

-

5

2
-

3
5
-

1
2
3

-

2
-

1
3
1

3
-

2
3
1

1
2
2

1
2
1

-

-

-

14
-

28
19
8

1

3

1

2

2

-

-

3

1

2

-

-

-

-

15

2

3

4

1

1

-

1

5

2

1

-

-

1

-

21

90

103

97

39

39

39

20

80

68

36

18

14

15

59

717

4) 중국: 베이징 하이뎬구, 톈진 빈하이신구, 상하이 푸동신구 등 15개 지역, EU: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브리스톨,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등 15개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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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 국가급 도시군과 (1)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부도 2 | 국가급 도시군과 (2) 광대역 중국 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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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 국가급 도시군과 (3) 스마트도시 기술 및 표준 시범지역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부도 4 | 국가급 도시군과 (4) 정보혜민 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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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 국가급 도시군과 (5)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부도 6 | 국가급 도시군과 (6) 스마트 여행 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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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7 | 국가급 도시군과 (7) 중국-EU 스마트시티협력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부도 8 | 국가급 도시군과 (8) 정부 플랫폼 시범도시 분포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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