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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손전화기 열풍, 북한을 휩쓸다
□ 휴대전화 가입자 수 580만명 돌파(중앙일보.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기획 보도 ‘평양.평양사람들’)
ㅇ 20~30대의 젊은 층에서 휴대전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인에게는 “휴대전화 없이는 장사를 못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필수품으로 여겨짐
-

스마트폰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학생들은 실제 작동하지 않으나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과시용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도 함

-

평양, 나선 등 대도시의 휴대전화 가입률은 70%상회
김봉식,

(

대 인구 기준)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20~50

)

ㅇ 전국망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이나 와이파이를 통한
SNS 이용 불가능,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에만 접속 가능
ㅇ 현재 20여종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있으며 가격은 100~400달러 수준
ㅇ 기본요금(월 약 12센트)은 저렴한 반면
추가서비스 요금은 비싼 수준(100분당 약 13달러)

김봉식, 상동)

(

□ 3대 통신사 경쟁 체재, 아직은 3G 수준
진화 양상
최초의
통신 서비스
최초의 3G
서비스

시기
2002년
2008년

제2 통신사

2012년

제3 통신사

2015년

내용
·태국의 록슬리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합작하여 NEAT&T 설립,
처음으로 휴대전화 서비스(2G)를 제공, ’04년 서비스 중단*
·이집트의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북한과 합작하여 ‘고려링크’ 설립
·25년의 사업권과 4년의 초기 독점권(’08년~’12년) 획득
·오라스콤의 독점권이 만료되자 국영 통신사 ‘강성네트’ 출범
·‘강성네트’는 저렴한 요금과 좋은 통화품질로 가입자 증가
·‘고려링크’ 견제 강화를 위해 제3 통신사 ‘별’ 등장**

* ’04.4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후 열차로 용천역을 지난 이후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김정일 암살 기도說), 휴대전화 이용 전면 금지
** 앞선 두 통신사와 달리 ‘별’은 북한 주민 전용, 외국인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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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방에서 창조로 점점 진보하는 지능형 손전화기
ㅇ ’ 13년 8월 고급형 ‘아리랑’과 보급형 ‘평양’ 2종의 스마트폰 출시
- 중국에서 제조한 것을 들여와 북한용으로 재조립 및 사양 변경
ㅇ 김정은 위원장의 국산화 방침에 따른 스마트폰 자체 생산 노력
- ’17년 IT기업 만경대정보기술사가 내놓은 ‘진달래3’은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을 섞어놓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
ㅇ 최신 모델 ‘푸른하늘 H1’은 얇고 세련된 디자인에 배터리는
6,000mAh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

※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9’의 배터리 용량은 4,000mAh

<진달래3>

<기본 앱>

<푸른하늘 H1>

자료 : NK경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크리스텐슨 트위터(조선비즈 재인용), 파이낸셜뉴스

□ 정부가 운영하는 앱 시장,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ㅇ 봉사장터로 불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앱을 직접 구매한 후
직원이 유선 케이블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단말기로 앱을 전송
ㅇ 최근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앱(송금,카드결제 등)이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
ㅇ 쇼핑 앱 ‘옥류’에서 식품구매도 가능하며 온라인 강좌 수강(원격대학)
이나 실시간 신문 구독(로동신문), 자가 의료 진단(명의원3.0)도 가능
□ 철저한 통제 때문에 외부 접촉은 힘들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북한사회의 변화 기대
ㅇ 향후 개혁, 개방의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정보 확산과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작성자 : 북한경제연구센터 대리 이희진 ibk26625@ibk.co.kr / ☎02-72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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