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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T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기계기술과 ICT기술이 결합된 CNC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첨단돌파전략이 선언된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확산, 생산성 확대, 전인민의 정
보화를 위해 ICT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ICT 관련 대외메시지 현황을 통해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특허, 연구동향을 통해 북한 ICT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통해 향후 남북 ICT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1)

Ⅰ.서론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년 제 7기 3차 조선노동당 중앙위
원회 전원회의에서(2018. 4. 30)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과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발
표했다. 또한 북한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
현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노선 채택 이후 산업현장 시찰을 통해 현
대화 사업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도입을 강조하고 군부 내 경제전문가를 지도부
전면에 내세워 군에 집중되었던 인력과 재산을 민간, 생산 활동에 투입하며 민생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변화를 보였다.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ICT통상·남북협력센터 연구원, 043-531-4412, novus0705@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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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T기술의 적용과 정책방향도 국방 분야에서 민간, 국가 전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 2009년 기계기술과 ICT기술이 결합된 CNC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첨단돌파전략이 선언된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확산, 생산
성 확대, 전인민의 정보화를 위해 ICT를 활용하고 있다. 집권 이후 김정일 시기부터
추진하던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과 CNC1)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하면서 과학기
술전당 신설과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결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전인민의 정보화 수
준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ICT 관련 대외메시지 현황
을 통해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특허, 연구동향을 통해 북한 ICT산업
과 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통해 향후 남북
ICT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북한 ICT2) 정책동향
북한의 ICT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북한의 조직체계(연구소명,
부서명 등)를 제외하고 ‘정보통신’, ‘ICT’가 독립적으로 명명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
러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지식경제 육성’을 위해 IT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산
시키고자 한다. 지난 2009년 기존에 재래식 기계공업에서 탈피하여 기계기술과 IT가
결합된 CNC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최첨단돌파전략이 선
언되었다. 집권 이후 김정일 시기부터 추진하던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과 CNC화, 네
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전당 신설과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결제 확
대 등을 추진하여 전인민의 정보화 수준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1)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의한 가공을 컴퓨터를 이용
하여 제어하는 것(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북한은 국가경제 전반을 CNC기술을 통해 자동화
수준을 크게 개선한다는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
2)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보통신 그리고 ICT분야의 정책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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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경제 전반을 CNC 기술을 통해 자동화
수준을 크게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강조하던 CNC화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민생문제, 경제발전과 연결된 생산
공정, 공장/기업소의 현대화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3). 그리고 김정은 시대 이후 고수익
분야인 IT를 국방위원회 직속 91국에서 지도, 관리 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IT사업의 수
익을 개발자들에게 지급하며, 정보화성과전람회 개최를 통해 IT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독려하고 있다.
STEPI(2015)는 김정은 시대의 ‘지식경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호가 북한의 산
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에 편승하여 실패가 적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라고 평가한다.
<표 1>과 같이 북한의 신년사에서 나타난 과학기술, ICT 관련 대외메시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 2014년부터는 과학기술, 정보기술을 통해 경공업, 농수산업 등 산업분야
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부분, 범위에 과학기술, 정보기술을 적용시키자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춘 근로자, 전인민의 정
보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재, 장비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첨단기술과 정보화를 통한 내부적인 기술력과 생산성 확대를 추진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4).

3) STEPI(2015), 이춘근, 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제173호, 4p
4) 서소영(2016), ‘북한 이동통신 시장 동향 – 이동전화 및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8권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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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 신년사 내 과학기술/ICT 관련 내용
출 처

내 용
- 최신식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정신으로 전반적 기술장비

2012년

수준을 진작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 발전 및 세계수준 연구성과 확대
-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
-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

2013년

환적 국면을 높여야 함, 전반적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확대, 설비와 생산공정
의 CNC화, 무인화 실현
-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 해결,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
길 마련

2014년

- 전사회적 과학기술중시기풍 확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아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
들의 현대과학기술 교육 확대
- 경공업, 수산, 금속, 화학공업 분야의 현대화,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한 생산
-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 추진, 일군

2015년

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업 확대
-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실현
-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 최첨단의 새로운
경치 개척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2016년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기술보급실 설립과 운영 정상화, 근로자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
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

2017년

-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 공장·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과학
기술적문제 해결에 주력
- 과학연구부분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연구, 자재, 설비
를 국산화하며 자립적 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재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2018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함
-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
을 활발히 벌여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함

출처: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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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외에도 김정은 시대에 수립된 제 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에서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등 첨단기술 비중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주
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한을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2018)에 의하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 ICT정책은 전국화, 디지
털화, 상용화라는 특징이 나타났고 특히 교육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고 설명
한다. 통신, 방송, 전력, 과학기술 보급을 평양, 원산 등의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확산했으며 2016년 개발된 IPTV서비스 ‘만방’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된 국가망을 통해
방송의 전국화를 가능하게 했다.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불야경5)’이 처음
공개되고 북한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트라넷망(국가망) 구축이 시도되어 ICT 인프
라 및 서비스의 전국화를 추진했다. 특히 노동신문 보도에(2018. 9. 2) 따르면 2015년
완공된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구축된 과학기술보급망에 북한 전국 거의 모
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가입을 완료했다6).
‘디지털화’는 태블릿PC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교과서,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자료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개발된 IPTV 서비스 ‘만방’은 기술 뿐만 아니라 방송콘
텐츠를 디지털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교류사/교류소’ 라는 이름의
기술주도 기업을 만들어 ICT제품을 비롯 대외무역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교류사/교류소가 중심이 되어 ICT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5)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력의 수요와 소비, 전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잇는 네트워크 관리체계
6) NK news(2018.9.3.), ‘북한 전국 모든 기업 과학기술 보급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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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ICT산업 동향
1. 유무선 통신고도화
가. 유선전화
최근 북한에서는 유무선통신을 통합하고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김일
성종합대학학보 정보과학편의 한 논문에7)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보통신부문에서
는 그 우월성이 확증된 IP망으로 통신기반을 전반적으로 갱신하고 전국적 범위로 확대
하며 고정통신과 이동통신을 통합하여 그 응용능력과 편리성,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도
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시했음을 밝혔다.
북한에서 출간된 유선전화 관련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IP전화 및
VoIP8)전화체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특허는 유선전화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술이 등장하고 IP기술을 이용한 전화번호
안내체계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다9).

7) 김일성종합대학학보(2018), 윤현철 외, ‘무선수감부망에서 말단마디의 에네르기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 제 64권 제 4호,
8)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패킷망): 인터넷을 통해 통화할 수 있는 통신기술을 말
하며 음성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패킷으로 변화하여 일반 전화망에서의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서비스(출처: ITS 용어사전)
9)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2015), 리경철 외, ‘체신소에서 봉사용전화료금관리체계’, 발명특허, 정보산
업지도국 정보보안연구소(2015) 리선미 외, ‘유선전화비화기’, 발명특허, ‘중앙정보통신국(2015)
허성학 외, 전화선로부하검사장치,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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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2018년 IP전화 관련 학술논문
학술지

발행정보

정보과학과기술

2015년 3호

기술혁신

2015년 8호

대화시작규약에 기초한 VoIP전화체계

정보과학

2016년 4호

대화초기화규약에 의한 IP전화망의 대리봉사기설계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10)

정보과학과기술

2017년 1호
2017년 1호

제목
호출요청의 지연시간을 고려한 IP전화봉사기의 과부하조종
을 위한 한가지 방법

IP망에서 봉사품질보장을 위한 실시간통화의 봉사준위설정
방법
IP구내교환기에서 호출이전의 새로운 한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

출처: 2015-2016년(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제공자료), 2017년(저자 자체정리)

북한의 유선전화 가입자수는 ITU(2018)에 따르면 118만 회선으로 2007년 이후 변
화가 없다. 표 3의 UNICEF MICS(2018)의 가구별 조사에 따르면 유선전화의 경우 전
국적으로 볼 때 46%의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은 83%인데 반하여 황해남도의 경우에는 보급률이 2.3%에 그치며 평양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함경북도 역시 55%에 그친다. 그 외 나머지 지역들도 34~45% 수준이다.
북한의 유선전화는 체신성이 PSTN11)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03~’07년사이 전
세대 전화보급을 중점 추진했으나 높은 설치비로 인해 당 간부나 고소득 주민만 가입
이 가능하며 일반 주민은 주로 체신분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했다. 유선전화의 사
용빈도와 관련하여 새터민 인터뷰에 따르면 전화국-전화기간 전화선을 개별 가입자가
구매하여 가입비가 높은 수준이며 설치기간도 고위급 간부는 1개월, 일반 주민의 경우
최장 1년까지 소요되고 각 가구별로 연결된 전화선을 도난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유
선전화의 사용이 어렵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

10) 원 명칭은 ‘컴퓨터와 프로그람기술’이나 가독성을 고려하여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로 변경
11) 공중 교환 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전화교환 설비에 전화회선을
접속하여 가입자간에 통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망으로 공공 통신사업가가 운영하며 교환국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전화교환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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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 지역별 방송통신 매체 보급률

출처: UNICEF(2018)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DPRK

나. 이동전화
2016년 과학기술전당 홍보영상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동통신은 미래통신의 주류
이며 통신에서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12).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ITU(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0만명으로 최근 국내외 전
문가가 추산하는 400만명에서 600만명보다 낮은 수치이나 공식 통계로는 유일하다.
We are social(2018)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5%인 3,890,551명이 휴대
폰을 사용하고 있다. <표 3>에서 보여지는 UNICEF MICS(2018)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전화는 69% 가구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양은 91% 수준으로 평양 거
주민 대부분이 이동전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2위인 강원도(북한)는 76%,
가장 낮은 황해남도는 53%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12) 강진규의 디지털허리케인(2016.8.17.): https://www.dihur.co.kr/1337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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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근 5년간(2012~2017) 북한 통신망 가입자 수(회선)
연도
이동전화
가입자수(회선)
유선전화
가입자수(회선)

’13

’14

’15

’16

’17

2,420,000

2,800,000

3,240,000

3,606,000

3,810,000

1,180,000

1,180,000

1,180,000

1,180,000

1,180,000

출처 : ITU statistics Country ICT Data 2014-2018를 참고하고 저자작성
※ 이동전화 가입자수(회선)의 경우 데이터 출처에 대해 ITU statistics는 2009년 까지는 고려링크와
체신성에서 자료를 제공 받았으나 2010년부터는 ITU 자체추산 데이터임을 밝히고 있음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3G(WCDMA)로 제공 중이나 NK경제에 따르면 2018년
9월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와 체신성이 전국 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원
산에서 개최하여 북한 통신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차세대로 추구할 4G 통
신기술에 대해 공부했다고 밝혔다13). 또한 4세대 이동통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인
‘다이어미터(Diameter)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이를 서버에 적용해 실험을 진행한 것으
로 확인 되었다. 김일성종학대학학보 정보과학편의 논문에 따르면 고정통신과 이동통
신을 통합하는 다음세대 통신망에서 AAA 봉사기를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
선다고 설명했다.
북한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 개선 및 보
안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3) NK경제(2018. 9. 22), ‘북한 통신 전문가들 4G 이동통신 공부’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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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5-2018년 이동전화 서비스개선 관련 학술논문
학술지

발행정보

제목

정보과학

2016년 1호

무선국부망(무선랜)*에서 M2M봉사질 개선 방법

정보과학

2017년 2호

WCDMA무선망의 무선환경최량화 방법

정보과학

2017년 3호

정보과학

2017년 3호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

2018년 2호

전자공학

2018년 2호

무선국부망 음성, 영상통신의 봉사품질조종에서
예약창문리용방법
IP망에서 통신량분석에 기초한 사용자의
비법시청감시방법
파케트전송망(패킷전송망)에서 봉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CDMA통신체계에서 지능안테나 리용에 의한
통신용량 평가

출처: 저자 정리
* 괄호 안에 단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측 용어로 변경

북한의 이동전화는 보급 초기 체신성이 2008년부터 3년간 중국의 화웨이와 ZTE사
단말기를 수입해 USIM만 장착하였으나 2011년 부터는 ZTE사에 의뢰해 주문자 요구
에 따른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평양’ 상표명이 부착된 단말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후 단말기 부품을 수입해 자체 단말기 조립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체신성은 단말기 성능
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협력했다. 2011년 북한이
처음으로 자체 조립 생산한 ‘류성’이 출시되었으며 류성 터치폰 조립으로 기술개발 경
험이 축적된 북한은 5.11 공장에 새로운 스마트폰 조립 생산라인을 조성하여 신기종
개발에 들어가 2013년 8월 아리랑, 평양 등 스마트폰 2종을 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
장은 출시를 앞둔 아리랑 스마트폰에 과학기술 및 교육지식에 관련된 여러 기능을 탑
재하고 보안이 보장된 응용프로그램을 우리기술로 개발한 점을 강조하였다(강영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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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 활성화14)
국제제재 하에서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
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
순환, 북한주민의 생활영역에서 카드, 전자화폐의 활용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0년 12월 말부터 외화 전자결제카드인 ‘나래’를 발행하였으
며 북한 내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전자지불수단으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나래 카드는 모든 대금지불을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으며 환전의
불편함이 없어진다. 나아가 전자결제의 보편적인 사용으로 유동자금이 결제과정에 머
무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자금 회전속도를 높여 상품유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나래카드 사용설명서에서 ‘전자결제카드 ‘나래’는 지정된 조선무역은행 봉사지점들
에서 발행하며 발행된 카드는 전국의 모든 외화봉사단위에서 제한없이 대금결제에 이
용할 수 있고 카드와 카드사이 송금과 핸드폰을 통한 대금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성은행에서는 2016년 ‘금길’ 카드를 발행하였으며 조선에서 전자카
드의 이용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나래카드와 금길카드의 등장으로 북한에서
외국인들과 주민들은 물건을 살 때 카드를 전자결제단말기에 대고 결제하면 정보가 전
송되어 민간에 잠재되어 있는 외화를 흡수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금사용에서의 투명성
도 높이게 하였다.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 부르며 정보기술과 정보수단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상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전자상업은 컴퓨터망이나 이동통신망을 통
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상업형식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자상업의 도입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상품유통 상의
실수를 줄이고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생산발전과 자금순환을 촉
진시키고 주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 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14)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은 연변대학교 최문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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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전반적 상업망의 현대화,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자
카드를 비롯한 각종 전자결제수단과 기업소들과 국가컴퓨터망과의 원활한 정보통신을
토대로 상업의 문화성과 서비스의 퀄리티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에서 제일 처음 출시된 전자상거래서비스는 ‘옥류’이다. 2015년 2월부터 휴대
폰으로 ‘옥류’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가입하여 상품들을 검색,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인민봉사총국’ 산하의 여러 운수사업소들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주문된 상품들을 주민구역에 배송하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옥류에 이어 2015년
상업과학연구소에서 <상연>전자상점을 설립하고 2016년 <만물상>, <내나라>, <광흥>,
<앞날>, <은파산> 등 전자상점들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
이트는 <만물상>이다15).
현재 보건의료품, 건재/공구, 악기/체육기계, 조명기구, 사료, 소프트웨어/DVD, 특
산물 등 수십가지 부류에 달하는 상품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기업
소들과 상점들은 자기 단위의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구매자들도
인트라넷과 모바일통신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3. 자체 기술개발 및 생체인식기술 개선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자재, 설비, 원료’의 국산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외국자본과 기술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태국, 이집트, 중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기초 네트워크 인
프라를 구축하고 부품수입, 생산기술 습득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나가는 형태였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은 양자암호통신기술, 수자식중심교환기 등 자체 통신기술력을 확
보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생체인식 분야에 연구개발을 주력하고 있다. 2002년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압록강기술개발회사에서 지문인식시스템
15) 최문(2018), ‘북한 전자상거래 동향’, KISD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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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문열쇠를 개발해 중국, 일본, 태국, 아프리카 국가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화상인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 제 29차 전국정보기
술성과전시회에서는 화상인식, 음성인식프로그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회가 개최되었
다. 북한은 지문인식, 손바닥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개
발하고 있는데 <표 6> 2017-2018년의 북한 학술논문 게재 현황을 보면 생체인식 기
술의 완성도를 개선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자체 연구개발을 넘어 해외
경연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북
한은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 확산 단계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평양국제비행장에 인공지능(AI) 기술에 기초해 만든
자동얼굴인식체계(시스템)가 도입됐다고 1월 25일 보도한 바 있다. 아리랑메아리는 비
행장 입구에 설치된 실시간감시촬영기가 사람들의 얼굴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
연구원이 개발한 자동얼굴인식체계는 사람의 성별과 연령을 알아내고 얼굴 생김의 특
징을 포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초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 아리랑메아리는 평양국
제비행장 뿐 아니라 새로운 자동얼굴인식체계가 북한의 국가 기관들과 병원, 상점, 기
타 공공장소들에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6> 2017-2018년 생체인식 관련 학술논문
학술지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
정보과학과기술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보과학편

발행정보

제목
실시간분석에 의한 홍채화상진단에서의

2017년 5호

전처리방법에 대한 연구
다중얼굴등록에 기초한 얼굴인식체계의

2017년 2호
2018년 6호
2018년 4호

성능개선을 위한 한가지 방법
음성인식에서 LSTM재귀형신경망에 기초한
발성검사에 대한 연구
음성인식에서 부분공간가우스혼합모형에 기초한
교수활동평가의 한가지 방법

출처: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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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Ⅳ. 남북 ICT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북한의 신년사에서 나타난 과학기술, ICT 관련 대외메시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
술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과학기술, 정보기술을 통
해 경공업, 농수산업 등 산업분야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부분, 범위에 과학기술, 정보기술
을 적용시키자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춘 근로자, 전인민의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자체
연구 및 특허를 통해 파악된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유무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기
기, 응용서비스, 보안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남북의 ICT 교류협력은 남북 경협지역의 통신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학
술교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 3국을 통한 교류협력으
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협력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가 있었다.
남북 ICT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남북간 ICT용어
와 기술표준의 차이를 분석, 공유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한적인
북한 ICT 관련 자료와 자료의 재생산과정에서 기인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체계
화, 명료화되지 않은 북한의 지식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북한의 ICT 정책 및 산업동향을 살펴본 결과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인민의 정보화
(교육분야), 민생문제와 밀접한 에너지, 먹거리 문제의 해결, 응용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연계된다.
과거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은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가 이미 완성된 분야를 한정해
서 북한에 적용하고 개발해나가자는 방향으로 수립된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북한의
수요를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며 개도국의 사례처럼 퀀텀점프(Quantum
Jump)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ICT 교류협력 방향
은 과거와 같이 우리가 완성된 기술과 서비스를 북한에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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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처해있는 환경, 교육, 의료 등의 도시문제를 ICT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해나
가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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