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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정보화사회’ 구축은 국가경쟁력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정보화 구축 대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심각한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
한 정보격차의 발생원인으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매체접근성, 둘째, 정보동원력, 셋째, 정보의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정보화 구축 과정에 대해 설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떻게 북한 지역의 정보화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보화 구축 단계들을 각각 살펴보고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전략이 향후 연구에 있어서 거대한 
담론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정보격차, 정보격차 해소, 매체접근성, 정보동원력, 정보의식
Abstract  Obviously, “informatiz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South Korea is a representative successful case implementing informatization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North Kora does not because of serious information devide matter. Given the assumption that 
information devide is caused by three aspects: the access to information devices or database(information 
accessibility); the 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resources(information mobilization); and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information consciousness). Based upon three aspects of information devide, we design 
practical strategies to implement informatization for North Korea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successfully build in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 region for unification era. Drawing on 
the analysis of successful cases of South Korea, we suggest the valuable guidelines and directions toward 
success of building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 region.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government with 
specific and practical success strategies for unific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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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통일은당위적인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겠지만, 현실

적으로는 심각한 남북한 격차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

한 격차해소를 위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동시에

사회갈등과 같은 부작용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보격차 문제는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

정보사회에서정보자체가부(富, Wealth)의 원천이되며

PC나 인터넷이 모든사회활동의중요한 수단이 되기때

문이다. 또한, 정보격차에서핵심문제는경제적, 지적격

차가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경제, 정치, 사회

적인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그 심

각성이 제기되고 있다[16]. 따라서 ‘정보격차’(information

devide)는 사회경제적인 모든 부문의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호순환관계를 갖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자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정보부자(情報富者)

집단과정보빈자(情報貧者) 집단 간심각한격차를낳게

된다[15].

즉, 경제적 관점에서 부자와 빈자간의 격차문제가 계

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불안

을 넘어 체제의 불안까지도 유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

보화시대에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의 불평등의 심화는

양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

고 체제에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12]. 따라서, 통

일시대를대비한정보격차해소를위한연구는남북통일

을 위한 준비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IT 인프라와 정보화 사회구축

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적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예를 들어

UN(United Nations)이 발표한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

라인참여지수’에서세계 1위를차지하였으며, 국제전기

통신연맹(ITU: International Telecomunication Union)에

서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17]. 이에 반해, 북한의정보화는 UN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1개국 중 18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즉, 북한지역은 아직까지 ‘정

보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인해 통일시대

이후 남북한 간에 극심한 정보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통일시대이후남북한간의정보격차를해소하

는 차원으로서 북한 지역의 성공적인 ‘정보화 사

회’(information society)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전

략설계가필요하다. 말하자면, 본연구의목적은통일시

대이후에 ‘필연적’으로진행될북한지역의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해, ‘무엇’(What)을 그리고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 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 (Resolution of Information

Devide)관점으로이를설계하고자한다. 이를위해, 우선

정보격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보화 추진과정에 대

해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최

종적으로통일시대를대비한정보화추진단계별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틀은 [Fig. 1]과 같다.

[Fig. 1] Framework of Research Analysis

3. 정보격차(Information Devide)
3.1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

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

란 ‘인터넷접근의불평등성’을 의미하기도하고, ‘정보의

접근및이용에있어서의차이’를 의미하기도하며, ‘정보

접근’과 ‘정보활용’이 가능한 정보부자(information rich)

와 그렇지못한정보빈자(information poor) 사이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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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격차가심화되는현상을의미하기도한다[15].

정보격차가 본격적으로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된것은 1995년 7월미국상무성산하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보고서로부터이다[18]. NTIA에 따르면, 정보격차를 “새

로운기술에접근할수있는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간

의 단절”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OECD(2000)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

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

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

로 보고 있다.

한편정보격차가무엇인가에대해개념도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보격차가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이

더욱 중요하다.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Fig. 2]와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보격차의

발생원인은첫째, 정보매체에대한접근가능성(매체접근

성) 둘째, 정보자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정보동

원력) 셋째, 정보에 관한 활용 욕구와 수용 태도(정보의

식)이다.

(1) 매체 접근성: PC나인터넷과같은정보매체에대
한접근가능성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정보격차는주로

정보매체에대한접근성에대한차이를의미하는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은 경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보매체는 다른 상품에 비해 고가

이며 짧은 제품주기를 갖는 특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매

체 접근성은 <접근격차>를 발생시킨다.

(2) 정보동원력: 일반적으로 PC의 S/W에대한활용
능력을 말한다. 정보매체를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

고해도그것을활용할수있는지적능력이수반되지않

으면 정보 활용에서 소외 될수밖에 없다. 즉, 정보의 양

과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 되는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정보동원력

은 <활용격차>를 발생시킨다.

(3) 정보의식: 사용자가 정보의 가치나 유해성을 스
스로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한다. 매체접

근성은 하드웨어(Hardware), 정보동원력은 (Software)

측면이라면 정보의식은 (Humanware)측면이다. 예를 들

어 통일시대 이후 북한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PC

및 인터넷의 보급과 이에 대한 활용 교육도 중요하겠지

만정작중요한것은기존의극단적인폐쇄적문화상태

에서경험하게될개방, 참여, 공유의인터넷의문화적충

격이다. 따라서 정보의식도 매우 중요한 정보격차의 차

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의식은 <수

용격차>를 발생시킨다.

[Fig. 2] Three Dimensions of Information Divide

3.2 남북한 정보격차의 의미
남북한 간의 정보격차는 단순히 IT 인프라 측면에서

의 격차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이후 사회 통합의 문제를

야기할수있다. 특히북한지역이 ‘정보후진사회’에서 ‘정

보선진사회’로 아무런 준비 없이 편입되어 겪게 되는 문

화적충격이정치, 경제, 사회적이질성으로큰문제를야

기시킬가능성이다분히크다. 뿐만아니라남한과북한

주민의 경우 정보격차문제는 향후 통일 시대의 남북한

사회통합문제로연결될것이다. 즉, 남북한간의정보격

차는 통일시대 통일한국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통일비

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보화 추진과정 분석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과정은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화 추진과정에 대해 되

짚어봄으로써추진단계들을요약해보고특히, 통일시대

이후 북한지역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청사진(blue print)

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4.1 우리나라 정보화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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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동기(1978년∼1981년)
1977년 행정부 총무처에서 행정전산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전산화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총무처 행정전산과에서는 1978년 제1차 행정

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

년동안에걸쳐 5년단위로전국을단일정보권으로하는

‘행정정보시스템(AIS: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을구축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러한기본계획아래

경제기획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공동으로 충

청북도와 산하시군을 행정전산화 시범 도 및 시군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통합기간망 구축사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행정전산화사업은 행정부서를 위한

사무자동화차원에 머물렀으며, 데이터베이스(DB)의 구

축을통해자료를공유하는체계로까지발전하지는못했

다[10, 11].

(2) 준비기(1983년∼1986년)
1980년대로들어와서는전산인프라의중요성을깨닫

고먼저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실시하였다. 국가기

간전산망사업의기본골자는, 국민에게전산서비스를적

극적으로지원하는차원에서출발하였다. 말하자면, 단순

한 전산화나 자동화가 아니라, 전산망을 통한 자료의 공

유와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실로서정부에서는 1983년을 ‘정보산

업의해’로 지정하는함과동시에, 대통령경제비서실에는

‘국가기간전산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보산업육성위

원회를 주축으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

다. 구체적으로, 정보산업육성위원회는대통령소속하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처, 과학기술

처, 교육부, 상공부, 체신부등 5개부처의차관, 대통령비

서실 수석비서관 및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였다[10, 11].

1984년에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국가기간전산

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관련 계획의 주요한 내용으로

행정전산망사업을 각 부처별 추진방식에서 업무별 종합

추진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1986년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

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기간전산망의보급및이용촉

진과 기술발전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전산

망 관련 감리, 표준화 및 기술지원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한국전산원’을 설립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동안 재원조달의 문제로 전산망

구축의 추진력을 갖지 못했으나, 전산망법 시행령 제25

조에서 예산회계법을 배제하는 ⌜선투자 후정산⌟의 상
환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

원이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86년에한국통신의자

금으로 ㈜한국통신진흥을 설립하여 전담사업자인 ㈜한

국데이터통신를 지원하고, ㈜한국데이터통신이 선투자

로 사업을 완료한 후 정부예산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9].

(3) 착수기(1987년∼1995년)
이 시기의 정보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공공서비스

생산및공급방법의개선, 국민편의성증진, 국가경쟁력

제고를통한 ‘선진정부구현’이다. 이 시기는제1·2차 국

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1차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은행정(주민,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경

제통계), 금융, 교육 연구, 국방, 공안 등 5대 국가핵심정

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이다.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은 국민복지,

우체국, 기상, 해상화물, 지적재산권 등 7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주로 중앙정부의 외청단위 업무에 대한 DB

구축을 실시하였다.

(4) 성장기 (1996년∼2000년)
이시기는 ‘작지만효율적인정부구축’을 지향하였다.

특히 이 때는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시

기로서 문민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 신설(1994), 초고속

통신망사업 착수(199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1995),

정보화촉진기본계획시행(1996)을주도하였다. 대표적으

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대민서비스를향상하기위하

여 인터넷을 통한 창구 민원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정

보공유 및 공개를 강화하였다.

특히이시기에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개발하

고, 지역정보화거점을조성운영하는내용을담고있다.

바로이시기에본격적으로도입되는지방자치제도와더

불어 ‘지역정보화’를통한지역불균형해소와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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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도화기(2001년∼2007년)
이 시기에는 국가정보화에서 전자정부가 분화 및 전

문화되어 독립적인 사업영역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다.

제1차 전자정부사업(2001-2002)은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투명성제고로부정부패를방지하고민원업무의원

스톱서비스를실현하여행정개혁의혜택을국민과기업

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계 일류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최고수준의 대민 서비스 제공, 생

산성과투명성의극대화, 최적의기업활동제공, 그리고

정보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목표로 정하였다. 제1

차전자정부는 4개프론트오피스(G4C, 종합국세, 4대사

회보험 연계, 조달), 4개 백 오피스(국가재정, 인사관리,

교육행정, 시 군 구행정), 3개 인프라(결재및문서유통,

전자관인및전자서명, 범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1개구

축사업이다.

제2차 전자정부사업(2003-2007)은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축을 비전으로, 서비스 전달혁신을 통한 네

트워크정부구축, 행정효율성과투명성향상을통한지

식정부구축, 진정한국민주권을실현하는참여정부구축

을목표로, 정보화와정부혁신의연계, 수요자중심의사

업추진, 성과목표설정및단계별성과관리, IT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제2차 사업의 특성은 첫째, 다 부처

연계에서 범정부적 시스템 통합 및 연계로 확대되고, 둘

째, 쌍방향적 웹 사이트 구축(Q&A, FAQ 등), 민원처리

단계공개및통지등거버넌스관점에서고객, 시민단체,

일반국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로

드맵은 정부기능과 업무, 정보자원 등 핵심요소를 범정

부적으로적용하는 선진통합설계모형을포함하고있다.

4.2 발전단계별 특성 요약
정보화구축태동기로부터심화기에이르기까지발전

단계별 특성을 요약하면 전체 5단계로 나뉘어 구축되었

다. 1단계 태동기에서는정부의행정전산화 작업이이루

어져왔으며시범적으로일부산하시군을대상으로행정

전산화시범사업이실시되었다. 2단계준비기에는 IT 기

간전산망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보화사회구축을 위

한 초기단계로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과 법률지원 그리고 재원조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수립된 시기이다. 3단계 착수기에는본

격적으로국가정보화구축이추진된시기이다. 4단계성

장기에는사회적으로인터넷의급속한확산에맞물려우

리나라정보화구축사업이본격적으로전개된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정보화

가추진된 시기이다. 마지막 5단계고도화기에는세계적

으로정보화구축의성공적사례로인정받고세계일류국

가 도약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하는시기이다. 이시기를통해전세계적으로국

가 정보화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게 되었다.

5. 북한의 정보화추진 과정
북한의 경우에도 ‘정보화 시대’라는거대한 시대적 조

류에 따라, 나름대로의 정보화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체계적으로정책적인차원에서육

성하기 보다는 컴퓨터 등의 도입에 따른 산발적인 정보

화 추진이 이루어져왔다. 다음과 같이 북한의 정보화 추

진과정을크게세단계로나누어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1) 태동기(1969년-1987년)
우선, 이 시기는북한의컴퓨터에대한관심이태동하

기 시작한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1969년 중국의 문화혁

명을 피해 북한으로 온 조선족 과학자들을 활용해 ‘전자

계산기 제작집단’을 조직, ‘전진-5500’이라는 제1세대 컴

퓨터를 최초로 제작한 것이 효시였다. 이후 북한은 1974

년 폴란드제오드라를도입하여사용하다가 1979년김일

성종합대학에서제2세대컴퓨터인 ‘룡남산 1호’를제작하

였으며, 1982년에는 조총련을통해 일본등지에서 XT급

주요부품을수입해 8 bit급개인용컴퓨터인 ‘봉화4-1’을

조립 생산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의 정보화 관련 기관으로는 ‘프로그람

종합연구실’(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이 설립

되었고, 1983년에는 각 대학의 ‘전자공업부’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였으며, 1985년에는평양과함흥에 ‘전자계산

기단과대학’을설립하였다. 1986년에는김일성종합대학

에 ‘콤퓨터쎈터’를설치하였고, ‘평양프로그람개발회사’를

발족시켰다. 나아가 1986년에는 ‘전국과학기술축전’을 개

최해과학기술의발전과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시켰

다[4, 5].

이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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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가 이루어

지지못한시기였다. 하지만, 컴퓨터관련기초적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각종 정보화 관련 기관들을 설립하였고,

또한 대학을 비롯한 초기적인 정보화 관련 연구소들을

설립하기 시작하는 등 정보화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가지게되면서북한에서정보화가태동하게되는시기였

다고 볼 수 있다.

(2) 구축기(1988년-1997년)
북한은 1980년대후반부터정보화의토대를구축하기

위한일련의정책을폈다. 1988년부터 ‘제1, 2차 과학기술

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는 과

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① 컴퓨터

우선 컴퓨터의 경우, 16bit 이상의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해 1987년에UN의원조를받아조선과학원산하전자

공학연구소에 집적회로 시험공장을 완공하여 자체적으

로 16bit 컴퓨터를 제작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

는 ‘평양집적회로공장’, ‘해주반도체공장’ 등컴퓨터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부

터 32bit 컴퓨터를 조립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망 현대화를 위해 1990년에는

북한과 UN 개발국간의 광섬유통신 개발 합의에 기초해

평양-함북-강원-평안남도 주요 도시 간 광케이블 공사

를추진했으며, 1992년에는UN의지원을받아평양광케

이블공장을건설했다. 또한 1990년대초반부터과학원과

김일성대학 등 주요 기관에 내부 네트워크인 LAN(local

area network)을설치했으며, 1997년에는인트라넷개념

의 초보적인 네트워크가 주요기관 간에 구축·운영되었

다. 특히,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이시기 ‘광명’을 개발했

다. 한편 1995년에는 평양과 함흥 간 광케이블공사

(300km)가 완료되었으며,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개

의 시·군과 단위에 전화 자동화가 실현되었다.

③ 전산기관

정보화 관련 기관으로 1988년에 ‘평양프로그램개발회

사’가 ‘평양전자계산기운영회사’로 개편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북한에서 컴퓨터 관련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하고있는 ‘조선콤퓨터쎈터’(KCC: Korea Computer Center)

와 1990년에 '평양정보쎈터'(PIC: Pyongyang Informatics

Center)가 설립되었다. 1995년에는 소프트웨어연구개발

기관으로 ‘은별콤퓨터기술연구소’(Silver Star Laboratories)

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이 인터넷에 노출

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93년에는 시험적으로 호

주와 인터넷을 연결하였고, 1995년 UN는 평양사무소에

서 외부세계와 인터넷을 처음으로 연결하였고, 북한 정

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사이트인 ‘킴소프

트’(Kimsoft.com)가 등장했다. 1997년 1월에북한은세계

통신기구에 가입하였고, 북한 정부 조직이 개설한 최초

의 웹 사이트인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을 개설

하였고, ‘조선신보’(www.korea-np.co.jp/korea)와 남아공

서버를 이용 주체사상 연구소 호주협의회 명의의 ‘자주

성’(www.chajusung.com) 서비스를 시작하였다[4, 5].

이 시기에는 1993년에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컴퓨터기술의중요성이제기되었는데, 김 위원장은 1993

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조선과학원을 현지지도했다. 특

히 1996년에는 조선과학원 현지지도를 통해 ‘외국 컴퓨

터기술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전국청

년과학기술전시회’가 1989년부터, 정보화 분야의 본격적

인 경연대회인 ‘전국프로그람 경연 및 전시회’가 1990년

부터 각각 시작되었다.

(3) 추진기(1998년-현재까지)
1998년부터현재까지북한은나름대로의정보화를추

진하고있다. 1998년은북한에게큰의미가있는해이다.

김정일 시대가 공식 출범한 해이기도 하며, 김정일체제

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통치담론으로서 ‘강성대국론’이

제시된 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광명성 1호’의 발사

를 성공함으로써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새로

운 위상을 정립한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1998년부터 5년마다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보화

관련 법률들을 수립하였는데 1998년에는 「상표법」을,

6월에는「발명법」을제정하였고, 2001년에는「저작권

법」을, 2003년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각

각 제정하였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2002년 중국의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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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아침-판다콤퓨터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조립생

산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

기시작하였다. 1998년에평양과신의주, 평안북도내 16

개 시·군 및 3개 노동자지구사이의 400km광케이블공사

및전자자동화공사를완료함으로써 36개 시·군에광섬유

통신망공사를완료하였으며, 2000년에는노동당창건일

을기념하여전국을광섬유케이블로연결하는인트라넷

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농촌 리 단위까지

광섬유 케이블공사가 완료되어 중앙정보통신망의 전송

능력을 높였다[4, 5].

이러한네트워크서비스를바탕으로인터넷분야에서

는 2002년부터인터넷을이용한다양한대외협력이이루

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복권, 카지노, 바둑사이트가 개설

되었다. 2003년에는 영문 전자상거래사이트인

www.chollima-group.com이 개설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북한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조선콤퓨

터센터(KCC)에 ‘KP'도메인사용권한을 위임하여 북한이

정식으로 인터넷주소 관리 기관을 갖추고 본격적인‘KP'

도메인을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는 점이다[21, 24].

6. 남북한 정보화 수준 비교
UN의세계정보화지수(Global Informatization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수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 정보화 지수

는 글로벌 국가들의 정보화 준비상태를 비교 및 평가하

는공식적인지수로서주로웹평가부문과정보통신인프

라 그리고 온라인 활동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의정보화지수를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경우

웹 평가부문의 지수는 0.9769로서 전 세계 5위에 육박하

고 있고 정보통신인프라 부문은 우리나라는 9위이나 북

한의 경우에는 171위에 랭크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정보화지수는전세계 5위이

나 북한은 180위를 기록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outh
Korea

North
Korea

Index Rank Index Rank
Web 0.9769 5 0.0000 -
ICT

Infrastructure
0.6713 9 0.0060 171

Online
Activity

0.879 4 0.0000 -

Total 0.8727 5 0.0020 180
Source: UN Informatization Readiness Index]

<Table 1> UN Informatization Readiness Index

한편, 또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서 미국 브라운 대학

(Brown University)가 실시한세계정보화지수관련자

료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이 남북한 간의 정

보화 지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

라운 대학의 평가는 온라인 정보공개(Online Information),

온라인 서비스(Electronic Services), 프라이버시보호 및

시스템 보안(Privacy and Security), 공공기관 정보제공

(Public Outreach) 등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관련 평가에서 세계1위

를 차지 하였으나, 북한은 세계38위로서 세계 최하위권

으로 분류되고 있다.

Rank Country Score
1 South Korea 60.3
2 Taiwan 49.8
3 Singapore 47.5
4 United States 47.4
5 Canada 43.5

... ..

38 North Korea 32.0
Source: Brown University Report

<Table 2> Information Index of Broun University

7. 추진전략설계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정보화 추진 단계 및 객관적인

자료를통한남북한정보화수준을비교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전략을바탕으로통일시대를대비한단계별북한지

역의 정보화 사회 추진과 관련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설

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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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은 정보격차의 3가지 차원(정보접근, 활용,

수용격차 해소)을 핵심으로하여 [Fig. 3]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1) 기술적 측면
1단계에서는 기술적 측면으로의 접근으로서 ‘정보접

근격차해소’에목표를두고 PC 및인터넷과같은 IT 인

프라 확충을 통해 매체접근성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아

울러 DB구축사업을실시해야한다. 1단계에서는이미남

한의 IT기술력이충분히적재되어있기때문에재원조달

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실행 할 수 있다.

(2) 운영적 측면
2단계에서는 운영적 측면으로서 ‘정보활용 격차해소’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 PC와 인터넷의 제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70여 년 동안의 분단 상태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와 용어에서 오는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할수있다. 아울러지식을습득하는데발생하는문

화적인문제들도발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들

에대해서는현재우리나라국가정보원(하나원)의탈북

자 정보교육 관련한 커리큘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전산 교육의 노하우 공유와 선제적 작업은 나중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5, 26].

(3) 정보마인드적 측면
3단계에서는 정보마인적인 측면으로서 ‘정보수용 격

차해소’ 관점으로설계될수있다. 앞서제시한 1, 2단계

가성공적으로진행한후 3단계정보마인드적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실 IT 인프라와 정보교육에 대해서

는이미남한의충분한역량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

가된다. 그러나 정보의식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과의 큰

이질성이있을수있다. 특히북한은오랫동안폐쇄사회

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제공되는

사이버세계(cyber world)는큰충격을줄수있다. 아울

러 익명 혹은 실명으로 사이버 상에서 거침없이 쏟아내

는정치적인견해에대해서는자못충격적일수밖에없

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수용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특징부터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통일시대이후에는급조적으로진행해야할

것이아니라지금부터북한사회에대한연구를축적해온

‘북한학과’ 관련된대학기관과연구기관그리고탈북자들

[Fig. 3] Master Plan for Building Informatization Society of North Korea Region for Unific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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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상으로한효과적인 ‘정보의식고양전략’을 연구추

진해야 할 것이다[22, 23].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추

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크게 정규교육과정과 일

반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으로분리하여실시될수

있다.

첫째,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북한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과 같은 정보기술 관

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아울러 ‘인터넷윤리’와 같은 정보

의식함양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시간 안에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기존의 북한지

역의 ‘학습조직’을 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다. 북한은사

상교육을 위한 소규모의 학습조직이 많이 발달해있다.

이러한 조직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컴퓨터 및 인터

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윤리 등

의정보마인드함양교육을통해효과성을극대화할수

있다.

한편 [Fig. 4]와 같이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Fig. 4]는 통일시대이후북한정보화사회구축을위해

크게 5가지단계로요약한다. 먼저 I단계에서는북한지역

에정보화기본발전계획수립을통해조직을구성하고

관련 조직의 주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

계획이현실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법, 제도를정비한

다. II단계에서는 IT인프라구축사업을전개한다. 기본적

으로 PC와 인터넷을 보급하고 1차적으로 주민행정자치

를 위한 DB구축 작업을 실시한다. III단계에서는 PC와

인터넷활용등에대한정보화관련교육을추진한다. IV

단계에서는 ‘정보화격차 동등화 단계’로 명명하고 특히

남북한 간의 정보의식의 고양 작업에 주안점을 둔다. V

단계에서는고도화단계로서전자정부구축과같은정보

화사회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

8. 결론
지금까지통일시대를대비한정보격차해소를위한발

전 추진단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일이 임박한 다양한

증후들이나타남에도불구하고통일이후북한지역의정

보화사회구축을위한연구들은거의없는실정이다. 한

편기업적인측면에서도엄청난비즈니스적기회도엿볼

수 있다.

이러한 때, 국가적인 측면이나 학계적인 측면에서 사

전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정보화

구축단계를비교하고정보해소관점에서 ‘무엇(What)’을

그리고 ‘어떻게(How)’에 대한단계별추진전략을설계하

였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초기적인 단계이지만

[Fig. 4] Action Plan for Building Informatization Society of North Korea Region for Unific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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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거대한 담론을 일으키는 연구에 초석이 되기를 기

대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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